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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원자력 환경의 주요 4대 변수 중에서 고온 환경하에서의 원자력 재료 특성을 평가하고, 내

고온․저방사화 개량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리고 원자력 재료의 물성 자료

집 양식을 결정하고 데이터 입출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 DB를 구축하 다. 고온

에서의 인장특성, 피로특성, 크리프특성 등을 평가하고, 고온에서 재료 조직의 열화 미캐니

즘과 속도론을 파악하여 재료손상을 예측하 으며, 조사거동 특성을 평가하 다.

 2. 연구결과

최적의 특성을 갖는 원자력용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결정하고, 그 규격을 316NG 스테

인리스강이라고 명명하 으며, 고온인장, 피로,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여 316L강에 비하여 

30% 이상 물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130 MPa급 개량 마르텐사이트강의 재료규격을 

설정하고, 특수 열처리에 의한 고온강도 향상기술을 개발하 다. 1000℃에서의 산화 무게감

량을 0.3% 이하로 낮출 수 있는 C/C 복합체의 최적 조성 경사층 코팅기술을 개발하 으며, 

SiC/SiC 복합체의 기공율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특수 충진공정을 개발하 다. 그리고 

인장DB, 파괴인성DB, 충격DB, 피로DB, 부식DB, 크리프DB를 구축하여 국내 이용자가 인

터넷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 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동 중 원전의 재료손상 현안문제 해결책 제시와 더불어, GEN-IV 원자력 시스템이나 핵

융합로와 같은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에서 핵심기술로 대두되는 재료개발, 재료특성 평가기

술 및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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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온 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원자력 환경의 주요 4대 변수 (고압, 부식, 고온, 조사) 중에서 

세 번째인 고온 환경 하에서의 원자력 재료 특성을 평가하고, 내고온․저방

사화 개량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아울러 DB를 위한 data 

sheet의 양식을 결정하고 데이터 입출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자력 

재료의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고온 환경이 재료에 미치는 향은 크게 재료강도, 재료조직, 열물성, 조

사거동 등의 변화이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료는 연화되어 역학적으로 

약화되므로, 고온에서의 인장특성, 피로특성, 크리프특성 등을 평가하 다. 

또한 재료의 조직이 고온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캐니즘과 속도론을 파

악하여 일정 시간 후에 급격히 발생하는 재료조직 변화에 의한 재료손상을 

예측하 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의한 재료의 열팽창, 열응력 등의 열물성 

자료를 확보하 으며, 고온에서의 조사거동 시험을 수행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1 절 원전재료 고온피로 및 크리프 평가, 해석기법 확립

1. 316NG 스테인리스강의 모재 및 용접재에 대한 기계적 물성시험 수행

가. 원자력용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 설정

316LN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재료규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질소함량이 고온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을 체계적으로 



- ii -

평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국내 제조실정에 맞는 적정한 질소함량을 평

가하여야 한다. 질소의 함량을 0.04∼0.15 wt%변화시키면서 인장, 피로, 크리

프, 크리프-피로, 부식 특성을 측정하여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316NG 스테

인리스강의 최적 질소함량을 도출하 다. 

나. 냉간가공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노내 구조물의 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냉간가공된 스

테인리스강의 고온강도를 평가하 다. 용체화 처리된 상태와 냉간가공된 상

태의 스테인리스강의 피로시험과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각 온도에서 냉간가

공이 고온강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 다.

다.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특성평가 및 향상연구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고온균열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용접부

에 존재하는 페라이트 양이며, 페라이트 거동은 페라이트 함량과 형태에 따

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용접방법, 용접봉, 소재조성 등을 변화시키면서 용

접한 316NG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인장, 피로,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고, 모

재에 비해서 수명이 감소하는 원인을 페라이트 함량과 연계시켜 규명하여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용접방법을 제시하 다.

라. 고온구조물의 크리프 설계 한계응력강도(St) 결정 방법론 연구 

고온 구조물의 크리프 설계 시 한계응력 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크리

프 일-시간 관계식의 유용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변형 에너지 

이론에 바탕을 둔 크리프 일-시간 관계식을 도입하고 316 스테인리스강에 

적용하여 105시간에서 1% 크리프 변형률을 일으킬 때의 크리프 일을 구하

여 크리프 한계응력 강도값을 구하였다. 구한 결과들은 ASME BPV NH의 

등시곡선 결과와 비교하여 크리프 일-시간 관계식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마. 316LN강의 크리프 자료 생산 및 통계적 처리

316LN강의 크리프 수명예측 및 파손확률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리프 시

험을 수행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보고된 크리프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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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리프 데이터들을 통계적 처리에 의하여 분포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파

손확률을 분석하였다. 크리프 파단 시간 데이터들을 대수 정규분포를 이용하

여 통계처리하고 누적분포함수, F(t)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확률 도함수, f(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신뢰도함수, 

R(t) (reliability function, RF)로 각각 나타내었다.       

바. 크리프 수명예측 모델 연구(L-M, O-S-D, M-H parameter) 

105 시간 이상의 장시간 크리프 수명을 실험적으로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므로 수명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316LN 강의 크리프 수명예측을 위하여 500oC∼800oC의 크리프 파

단 자료를 실험 및 문헌으로부터 다수 수집하 으며, 이들 수집 데이터를 이

용하여 대표적 수명예측 모델인 L-M, O-S-D, M-H 식에 적용하여 수명 예

측 식을 얻었다. 또한 얻어진 각 수명 예측 식으로부터 예측 파단 시간의 표

준오차(standard error of estimate, SEE) 값을 구하여 각 수명예측 파라메타

들의 적합성 정도를 비교 평가하 다.

    

사. 크리프 균열성장(CCG) 재료물성 생산 및 해석 

고온 구조재료의 설계 및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크리프 균열성장속도(creep crack growth rate, CCGR)에 의한 수명평

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액체금속로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316LN 강에 대하여 

크리프 균열성장 시험을 수행하고, 크리프균열성장속도를 C
*-파라메타로 나

타내어 제시하 다. 

아. 316LN강의 크리프균열속도의 확률론적 해석 

316LN 강을 액체금속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리프 균열성장 평가가 이

루어져야하고 신뢰성 수명평가를 위해서는 확률적 관점에서 균열성장속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316LN 강의 크리프 균열성장 속도식를 확률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C*-파라메타에 의한 크리프 균열성장 데이터를 얻고,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소자승법, 평균법, 확률적 방법으로 수명 예측식

을 얻어 비교하 다. 또한 균열성장 데이터의 분포를 조사하여 확률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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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균열성장속도를 예측하 다. 

  

2. 304NG, 316NG, FMS 강의 조사 특성 평가

00M-03K 캡슐에 원전 노내 구조물 보관재인 304YG ( 광5/6호기), 

304UC (울진(5/6호기), 상용재 321SS, 포철시제품 304NG 및 316DK (대경회

사에서 후처리), 당 실에서 개발한 소재 316NG/304NG와 Cr-Mo 강의 원자

력급 8종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총 100개 시편을 제작하여 하나로 IR2 시험

공에 24 MW의 출력으로 11일 동안 320oC에서 약 2.0x1020 n/cm2 (E > 0.1 

MeV) 조사량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조사특성 기초 자료를 얻었으며, 이 

결과들을 기술하 다. 또한 02M-05U 캡슐에 304NG, 316NG, 321, 316DK 및 

보관재(archive)인 304YG, 304UC 강과 Cr-Mo강 계열의 FMS강으로서 총 

100개의 시편을 제작/장입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시험은 24 MW 

출력의 하나로 CT 시험공에서 총 29일간 (총 696 MWD) 실시하 다.

3. 입자빔을 이용한 316NG 및 FMS 강의 팽윤 모사시험 기술 개발

재료 내에 He을 주입하 을 때에 생성된 He bubble의 크기와 도는 재

료의 조사 팽윤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인리스강과 마

르텐사이트강의 조사팽윤 특성을 모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속기를 이용하

여 He을 주입한 후 시편에 생성된 He bubble을 관찰하 다. 모두 3종류의 

FMS강 (10Cr-1Mo-0.02N, 10Cr-1Mo-0.05N, 10Cr-0.5Mo-2W)과 오스테나

이트 강인 316LN과 304강에 대하여 He 주입시험을 수행하 다. He 주입은 

원자력 연구소 내에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이용하 다. 주입 온도는 상온

이었으며, 가속기 전압은 100 KeV 다. He 이온 주입량은 6 x 1015n/cm2, 

1.5 x 1016n/cm2, 3 x 1016n/cm2으로 하 다. 주입 깊이는 표면에서 약 3 μm

이었으며, He 이온 주입량을 appm 단위로 계산하면 각각 200 appm, 500 

appm, 1000 appm이었다. He 주입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TEM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He 주입 전에 시편 두께를 약 100 μm 정도로 기계적 연마하 으며, 

He 주입 후에 다시 Z-polishing 장비를 이용하여 TEM 관찰 시편을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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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동 중 노내 구조물 체결부품의 손상 미캐니즘 규명, 대책방안

1.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열피로 시험자료 생산

316NG 스테인리스강으로 일정한 온도에서의 저주기 피로수명,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응력에 의한 열피로 수명, 열응력과 기계적응력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의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을 비교하 다. 또한 열피로 및 열적-기

계적 피로수명에 미치는 질소의 향을 평가하 다.

2. 국내 가동원전의 열피로에 의한 손상사례 분석

냉각재 정화계통 격리밸브와 Tee 배관 연결용접부에서 손상이 발생된 원

전현장으로부터 시편을 채취하여 밸브측 용접부에 생성된 균열을 분석하고, 

파손원인과 손상 미캐니즘을 규명하 다.

제 3 절 저팽윤.고온용 개량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600oC, 10만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가 130 MPa급인 고온. 저팽윤 마

르텐사이트강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량 첨가원소인 질소, 텅스텐, 알루미늄 

등을 첨가하여 그 특성을 평가함으로서 최적 합금조성을 선정하 다. 또한 

열처리 공정 중 템퍼링 처리를 최적화함으로서 고온. 장시간에서도 안정한 

석출물을 생성하여 크리프 파단강도를 향상시켰다. 고온강화 기구를 규명하

기 위하여 고온에서의 장시간 시효 처리하 으며, 크리프 변형 중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평가하 다.

제 4 절 내방사성 고기능 부가 및 복합체 재료 제조 기술개발

HTGR의 구조재와 핵연료 피복재, 그리고 핵융합로의 제1벽 재료와 같은 

구조재 등을 대비한 신재료의 개발을 위해서 우수한 고온강도와 내방사선 

특성을 갖는 탄소계 및 탄화규소계 복합체 재료 개발과 관련된 기반연구를 

수행하 다. C/C 복합체 소재의 내산화성 및 내침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응력 계산을 통해 최적의 C/SiC 조성 경사층을 디자인하고 이를 위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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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기술을 개발하 으며 코팅된 복합체의 내산화 성능을 평가하 다. 고 도

를 지닌 SiC/SiC 복합체 제조를 위해 기지상의 증착단계 이전에 SiC 

whisker를 SiC preform에 성장시켜 기지상의 증착효율을 증가시키고 복합체 

내의 잔류 기공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본 연구에서 최초로 개발하 다. SiC 

whisker의 성장을 위한 공정변수를 최적화하 으며 whisker의 성장기구를 

규명하 다. Whiskering 공정을 적용한 SiC/SiC 복합체의 치 화 거동과 미

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 다.

제 5 절 원자력 재료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시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추

후 생산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형화되고 통일된 

양식의 데이터 시이트를 결정하고, 그 양식에 맞는 자료집 책자를 발간하

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의 사용편리와 정보교환의 용이성을 최우선 목표

로 개발하 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입출력 관리 프로그

램을 구축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제 1 절 원전재료 고온피로 및 크리프 평가, 해석기법 확립

1. 316NG 스테인리스강의 모재 및 용접재에 대한 기계적 물성시험 수행

가. 원자력용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 설정

재료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온강도와 예민화 저항성을 시험․평가하여 

원자력급 316NG강의 최적 재료조성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 다: 화학조성은 

Cr (18.0%), Ni (11.5%), Mo (2.3%), N (0.10%), C (<0.025%), S (<0.003%), 

P (<0.03%) 이며, 소둔처리 온도는 1065 - 1100℃ 범위이다. 316NG강은 기

존의 316L강보다 피로와 크리프 특성을 포함한 고온강도가 30% 이상 향상

되었다. 그리고 부식특성을 나타내 주는 예민화 저항성은 2배 이상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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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임을 검증하 다. 

나. 냉간가공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 

평가

냉간가공 스테인리스강은 항복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하나, 연신율이 60% 

수준으로 감소하 다. 응력완화 현상은 300℃에서 10-30 MPa 정도 발생하

다. 피로특성은 상온에서 50% 이상 증가하나, 300℃에서는 오히려 약 30% 

감소하 다. 피로시험에서 전위구조는 용체화 처리와 냉간가공의 경우 모두 

planar한 구조에 cell 구조가 약간 혼합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냉간가공에 의

해서 상온에서는 피로수명이 증가하고 고온에서는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원

인은 냉간가공에 의해서 증가된 전위 도의 감소로 인한 응력완화와 소성변

형의 감소,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특성평가 및 향상 연구

용접에 의해서 항복강도는 증가, 최대 인장강도는 비슷하고, 연신율은 감

소하 다. 용접방법에 따라서 인장강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연신율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 다. 응력완화는 용접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600oC에서 GTAW가 가장 크고 GTAW+N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피로수명

은 용접에 의해서 50%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용접은 페라이트 

함량을 증가시키고 600
oC에서는 σ 상을 석출시켜 피로수명을 감소시켰다. 용

접부의 피로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접시 질소 분위기를 조성하여 용접

부에 질소 함량을 높임으로써 피로수명을 20% 정도 늘렸다. 용접에 의해서 

피로강도는 크게 증가하 고 온도에 관계없이 연화가 발생하 다. GTAW 

및 SMAW 두 가지 방법에 따른 크리프 파단수명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접부는 모재부에 비해 크리프 수명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 304NG, 316NG, FMS 강의 조사 특성

304NG 및 316NG강은 320℃에서 2 x 10
20 n/cm2 (E>0.1 MeV)까지 중성

자 조사를 맞은 결과, 500℃까지 항복강도는 50% 정도 증가하고 인장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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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증가하 으나, 연신율은 약 20% 감소하 다. 반면에 600℃ 이상에서

는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비조사재와 거의 동일해졌으나, 연신율은 조사결

함에 의하여 여전히 20% 정도 감소하 다. 연신율이 감소하는 것은 파단면

의 파괴모드 변화와 연계되었으며, 조사재는 비조사재와 달리 tearing mode

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마르텐사이트강은 상온 인장시험에서는 조사에 의

해 항복강도가 약 10-18%정도 증가하 으며, 인장강도는 약 3-4% 정도 증

가하여 항복강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500oC 이상의 고온 인장 

시험에서는 조사에 의해 생성된 조사 결함이 열활성화에 따라 회복되면서 

비조사재와의 강도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연신율은 인장 시

험 온도에 관계없이 조사 전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었다.

3. 입자빔을 이용한 316NG 및 FMS 강의 팽윤 모사시험 기술 개발

생성된 He bubble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He 주입량

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된 bubble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He 주입량의 증가에 따른 He bubble의 크기 증가는 관찰

되지 않았다. 316LN강이나 304강에는 FMS강에 비해 많은 양의 He bubble

이 생성되어 있었다. He bubble 관찰 시편의 제조에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스테나이트강에 대해서는 입자빔을 이용한 모사시험 기술

의 적용이 만족할 만 하 으나 FMS강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 2 절 가동중 노내 구조물 체결부품의 손상 미캐니즘 규명, 대책방안

1.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열피로 시험자료 생산

재료만능시험기와 고주파 유도장치를 이용하여 순수한 열하중에 의한 피

로시험, 열하중과 기계적 하중의 in-phase와 out-of-phase 실험이 가능하도

록 열피로 시험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 316NG강의 열피로 특성은 열응

력만 작용할 경우 온도변화가 증가하면 피로강도는 증가하고 피로수명은 감

소하 다. 기계적 응력과 열응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은 

동상의 경우가 역상의 경우보다 증가하 다. 질소첨가에 의해서 항복강도는 

약간 증가하 고 응력완화는 감소하 다. 질소는 일정온도에서의 저주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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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열피로,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을 증가시켰다.

2. 국내 가동원전의 열피로에 의한 손상사례 분석

손상된 격리밸브 용접부의 파단기구는 beach mark 및 주기적인 crack 

arrest line (striation)의 존재로부터 피로에 의한 파손으로 확인되었다. 피로

손상을 발생시킨 피로응력은 배관 내부에 흐르는 물의 온도차이에 의해서 

유발되는 열응력이다. 균열생성은 용접 root와 모재 경계부에서 시작하 으

며 용접 root부와 모재 접합부의 내면 초기에서 200 ㎛ 크기의 산화물에 의

해 촉진되었다. 균열의 성장은 낮은 응력의 고주기 피로와 높은 응력의 저주

기 피로가 동시에 작용하여 20 ㎛ 이상의 crack arrest line을 발생시켰다. 

제 3 절 저팽윤.고온용 개량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개량 9Cr-1Mo을 기본으로 하여 미량 합금원소인 질소를 최대 0.10 wt%

까지 첨가하여 질소 함량 증가에 따른 크리프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질소함량이 0.08 wt%인 FMS강이 가장 우수한 크리프 파단강도를 나

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질소 첨가에 따른 크리프 파단 강도의 향상은 질

소 첨가로 형성된 크롬탄질화물 (Cr2X)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더욱 안정

한 크롬탄질화물을 형성시킬 수 있는 최적 열처리 조건(2단 템퍼링)을 확립

하 다. 마르텐사이트강을 2단 템퍼링함으로서 크리프 파단 수명을 약 3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600
oC, 100,000 시간에서의 크

리프 파단강도가 130 MPa급인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 합금조성으로 

0.15C-10Cr-1.3Mo-0.2V-0.2Nb-0.08N을 선정하 다.

마르텐사이트강의 고온강화 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장시간 시

효 처리하 으며, 크리프 변형 중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

다. 마르텐사이트강을 고온에서 20,000 시간동안 시효 처리한 결과 미세조

직의 변화를 보면 석출물의 성장이나 마르텐사이트 조직(래스 폭)에서는 거

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며, 단지 조대한 Laves상이 일부 석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계적 특성 중 경도와 강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으나, 충격

특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텅스텐이 첨가된 재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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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특성의 감소가 시효 초기에 일어나고 있었다. 크리프 변형 중 미세조직

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크리프 변형에 의해 석출물의 조대화와 마르텐사이

트 래스 폭의 성장이 일어났으며, 시효에서와 동일하게 조대한 Laves상이 

석출하 다. 연속 압입시험기를 이용하여 크리프 파단된 시편의 강도를 측정

한 결과 크리프 파단이 일어날 때의 기지 강도와 가해준 응력이 일정한 관

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크리프 변형이 일어나면 앞에서 언급한 미세조직의 

변화 등에 의해 기지의 연화가 일어나는데, 크리프 변형에 의해 기지의 강도

가 감소하여 가해준 응력의 1.35에서 2.45 배 정도가 되면 재료의 크리프 파

단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 4 절 내방사성 고기능 부가 및 복합체 재료 제조 기술개발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한 열응력 계산 결과를 통해 SiC-rich 층으로 이

루어진 C/SiC 조성 경사층이 C/C 복합체의 내산화 코팅층의 열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화학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C/SiC 조성 경사층은 기공이 없는 치 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으며 각 상도 

매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성 경사층을 코팅한 

C/C 복합체는 1000oC의 등온 산화시험에서 0.3% 이하, 열싸이클 산화시험에

서도 1.3% 이하의 무게감량만을 보여 매우 우수한 내산화 성능을 나타내었

다. Whiskering 공정의 적용을 통해 일반적인 CVI 방법보다 짧은 공정시간

에서도 90% 이상의 고 도를 갖는 SiC/SiC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잔류 기공율과 균일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곡

강도 값은 600 MPa 이상으로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제 5 절 원자력재료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험한 특성시험 결과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

식의 자료관리 요건서를 개발하 다. 자료관리 요건서는 소재의 제조와 가공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소재정보 부분과 실험을 위한 시편 제작과 처리 

관련 자료를 포함한 시편정보 부분, 시험조건과 실험결과 관련 자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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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결과 정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자와 관리

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MS는 Oracle 9i를 사용하

으며, 응용프로그램은 JSP를 이용하여 Web 환경을 기반으로 운 되도록 구

현하 다. 6 종류의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는 원자력재료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에 (http://matdb.kaeri.re.kr/) 공개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원자력용 고온.고강도 스테인리스강 개발 : 방사선 환경 하에서 내부식성

이 요구되는 가동중 원전의 노내 구조물용 재료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음. 

고온 특성이 요구되는 액체금속로의 노내 구조물과 일차계통 배관 재료에 

적용할 수 있음. 국내 철강산업계와 연계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크게 기대

함.

• 개량 고크롬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 고온과 내부식성이 요구되는 액체금

속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및 연료 피복관과 열응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액체금속로 일차계통 배관 재료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온을 요

구하는 초고온가스로의 원자로용기 재료에도 적용할 수 있음. 또한 중성자

에 의한 팽윤을 최소화하고 고온강도를 요구하는 초임계 원자로 연료 피

복관과 핵융합 제1차벽 재료에 적용할 수 있음. 그리고 초임계압 조건에서 

운전하고 있는 초임계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튜브 재료에 활용할 수 있음. 

현재 출원 중인 특수 열처리 공정 기술은 고온특성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산업에 직접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열피로 및 용접부 건전성 평가기술 : 가동연수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용

접부에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균열 손상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도출

하는데 열피로 시험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 용접부의 피로특성 저하 원인

을 규명하고 도출한 향상방안은 산업체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함. 

대표적으로 월성2호기 정화계통 격리밸브 용접 이음부의 열피로 균열분석

에 활용되었음.

• 탄소 및 탄화규소계 복합체 개발 : 초고온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초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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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로 노심 안내관 및 열차폐체 재료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

전온도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핵융합 blanket의 일차벽 재료로서 적용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고온에서 안정한 재료거동을 요구하는 항공우주산업

과 방위산업용 소재 등과 같이 일반 산업용 고온소재로 그 활용범위가 매

우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됨.

• 원자력재료물성 DB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료물성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보관하고 그 활용도를 높임. 국내의 가장 취약 분야인 

DB를 확보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 음. 국내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이용

하여 공개함으로써, DB의 공동 활용의 대표적 사례가 됨. 국내의 타기관

에서 구축하고 있는 DB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주요한 지식보고를 형성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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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High Temperature Material Characterization and Advanced Materials 

Develop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s are to characterize structural materials at high 

temperatur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nuclear systems, and to develop advanced materials for high temperature 

and/or with a low neutron irradiation activation applications. Material 

integrated databases are established using data sheets which the KAERI 

material division issued.

The effects of high temperature on materials are changing the 

strength, microstructure, thermal properties, irradiation behaviors. Tensile, 

fatigue and creep properties have been carried out at high temperature to 

evaluate the mechanical degradation. The mechanism and kinetics have 

been studied to estimate the material damage and the remaining life 

caused by the material aging at high temperature. Irradiation tests were 

performed using the Hanaro.

III.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fatigue, creep, creep-fatigue, 

fatigue crack growth rate, crack nucleation behavior, were investigated 

with nitrogen content. Optimum chemical composition and heat treatment 

condition were determined for nuclear grad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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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worked austenitic stainless steels are using in the nuclear internal 

structure.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steels are tes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cold work on mechanical properti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ment, such as tensile, fatigue, and creep, 

were investigated with the welding methods, welding wire, welding 

environment for 316NG stainless steel.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fatigue failure of weldment and the best welding condition were 

determined.

Isothermal,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fatigue lives were evaluated 

for 316NG stainless steel. The minimum temperature change for thermal 

fatigue failure was determined. The effect of nitrogen on thermal and 

thermomechanical fatigue properties was investigated.

The welding connection between an isolated valve and a tee in a 

purification system of the Wolsung unit was investigated by the 

examination of microstructure, fractographs, chemical composition, and 

microhardness in weldment, heat affected zone and base metal to know 

the causes of failure.

Neutron irradiation tests for 316NG and FMS steels using HANARO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change of tensile properties with neutron 

irradiation. Irradiation temperature was 320oC and the fluence was about 

1020n/cm2.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 after irradiation was performed at 

hot cell in IMEF using Instron 8561. Tensile test temperatures were room 

temperature, 200oC, 400oC, 500oC, and 600oC. Strain rate was 2x10-3/sec. 

He ions were injected using accelerator to simulate the irradiation 

swelling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and FMS. He ion injection tests 

were performed for three kinds of FMS steels, 316NG, and 304 steel, 

respectively. He injection was performed at room temperature and 

accelerate voltage was 100 KeV. The content of He injection was 200 

appm, 500 appm and 1000 appm. Morphology and distribution of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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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s were observed using TEM. 

To improve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FMS steel, modification of 

minor elements and optimization of heat treatment condition were 

performed. Nitrogen, aluminum, and tungsten were added for increasing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FMS steel. The new heat treatment method 

(2-step tempering) was developed to form more stable precipitates. Aging 

of FMS steels at 600oC was performed for investigation the high 

temperature strengthening mechanism. The change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during creep deformation were also examined. 

C/SiC and SiC/SiC composites are studied to develop the basic 

technologies for the oxidation-resistant and irradiation-stabilized materials. 

Thermal stress of the coated layers of C/SiC composites was calculated 

to obtain an optimum FGM condition, and a coating process was 

evaluated by oxidation tests. SiC/SiC composites were fabricated using a 

SiC whiskering method to infiltrate the matrix, and characterized the 

filling behaviors. The growth mechanism was studied, and the process 

parameters were determined to increase the filling rate.  

In order to establish the material database, the formats of datasheets 

were fixed to manage the experimental data with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The database managing systems for data input and output 

were designed and programmed to open through an internet site.

IV. Results of the Project

Section 1. Evaluation of fatigue and creep properties and assessment of 

analytical procedure for nuclear materials

1.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for 316NG base material and 

weldment

a. Determination of material specification for nuclear grad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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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decreased with temperature and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but elongation was not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Fatigue life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but 

decreased at above 0.10% nitrogen content. Fatigue crack  propagation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and increased at above 0.10% 

nitrogen content. The time to rupture for creep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and saturated at above 0.10% nitrogen content. 

Creep-fatigue life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but decreased at 

above 0.10% nitrogen content. Mechanical properties were improved up to 

0.10% nitrogen content but saturated or decreased at above 0.10% 

nitrogen content. The optimum nitrogen content for the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was evaluated as 

0.10% in the 0.02% carbon content. Heat treatment condition was 1065∼

1100oC.

b. Effect of cold work on mechanical properti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Cold work increased tensile strength but decreases elongation. Cold 

work decreased strain hardening exponent but increased stress relaxation. 

Cold work increased fatigue life at RT but decreased at high temperature. 

Saturation stress was increased with cold work in fatigue test. Strain 

induced martensite was decreased with cold work.

c.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for weldment 

of 316NG stainless steel.

Yield strength of weldment was higher and elongation of weldment 

was lower than that of base metal. UTS of weldment was almost same 

as that of base metal. Yield strength of GTAW and elongation of SAW 

were better than those of other welding process. Fatigue life of weldment 

was lower than that of base metal. Fatigue life of GTAW+N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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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at RT and 600oC Type 316L welding wire was the better than type 

308L welding wire. The welding method of GTAW and SMAW did not 

affect creep rupture time but creep rupture time of weldment is lower 

than that of base metal. 

2.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 304NG, 316NG, FMS

- Irradiation properties of low swelling martensitic steels

The yield strength increased about 10-18% and ultimate tensile 

strength increased about 3-4% by neutron irradiation. On the contrary the 

elongation was greatly decreased. As the tensile test temperature 

increased, the increase of strength by irradiation was diminished. But the 

decrease of elongation was not recovered at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

 

3. Development of swelling simulation technology for 316NG and FMS 

using accelerator  

Morphology of He bubble was nearly circle shape. As the content of 

He increased the number of He bubble increased, but the size of He 

bubble did not changed. In the future,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He 

bubble size distribution is necessary. And the behavior of irradiation 

swelling may be estimated by counting the number of He bubbles formed 

per unit area. The number of He bubble formed in 316LN and 304 steels 

was larger than that formed in FMS steels. There is no standard method 

in  specimen preparation for TEM observation of He bubble. So now the 

specimen preparation method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s was fixed, but 

specimen preparation method for FMS steels needs more experiment.

Section 2. Evaluation of damage mechanism and prevention of damage for 

connecting component at nuclear internal structure 

1. Thermal fatigue damage data of 316NG stainless steel

The higher temperature was the lower thermal fatigue (TF) life 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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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temperature change. The minimum temperature change for TF 

failure was more than 100oC. Thermomechanical fatigue (TMF) life was 

higher at in-phase condition than at out-of-phase condition. Low cycle 

fatigue (LCF), TF, and TMF lives were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but saturation stresses were decreased. Fracture mode was 

transgranular for LCF and out-of-phase of TMF, and transgranular with 

partly intergranular was observed for TF and in-phase TMF.

2. Failure causes of isolated valve connection in purification system of 

Wolsong unit 

A through-wall crack was found at the welding connection between an 

isolated valve and a tee in a purification system. To investigate the cause 

of failure, the welding connection including the through-wall crack was 

cut from the purification system, and examined the microstructure, 

fractographs, chemical composition, and microhardness in weldment, heat 

affected zone, and base metal. The cause of failure was fatigue concluded 

from beach marks and cyclic crack arrest lines (striation) on the fracture 

surface. The fatigue seemed to be generated by cyclic thermal stresses 

due to temperature differences of the feeding water from the purification 

system. 

Section 3. Development of low swelling martensitic steels for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Nitrogen up to 0.10wt% was added in 10Cr steels for investigation the 

nitrogen effect on creep rupture strength of FMS steels. Creep rupture 

strength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and showed a maximum 

value when the nitrogen content was 0.08wt%. The increase of creep 

rupture strength was mainly due to the formation of very fine Cr2X 

precipitates. So new heat treatment method was established for the 

formation of the stable and fine Cr2X precipitates. The creep rup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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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increased up to 30% by application the new tempering method. 

The change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after aging or 

creep of FMS steels was examined for investigation the high temperature 

strengthening mechanism. The coarsening of precipitates and the growth 

of martensite lath width were not significant after thermal aging at 600oC 

up to 20,000 hours. Laves phase was only formed during thermal aging 

at 600oC. The tensile properties and hardness remained unaffected by 

thermal aging. But the impact absorbed energy was abruptly decreased. 

The decrease of impact absorbed energy was more obvious in the 

tungsten added steels. The change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rept specimens was measured. Martensite lath width 

increased during creep deformation by the coarsening of precipitates and 

recovery of dislocation. Martensite lath with in the crept specimens 

increased with increasing time to rupture. The martensite lath width was 

also a good match for matrix yield strength. It shows that the change of 

martensite lath width may represent the material softening during creep 

deformation. The decrease of the matrix strength by the material 

softening occurred during creep deformation. When the strength of matrix 

decreased to a limited value by creep deformation, the specimen was 

ruptured. The limited strength changed with applied stress. The ratio of 

matrix yield strength to applied stress changed from 1.35 at high applied 

stress to 2.45 at low applied stress.  

Section 4. Development of radiation resistant ceramic composites

In order to reduce a residual thermal stress functionally graded 

materials (FGM) consisting of C/SiC compositionally graded layers were 

introduced between the carbon fiber-reinforced carbon (C/C) composites 

and the SiC coating layer. Through a calculation of the residual thermal 

stress, it was found that the C/SiC FGM layer relieved the thermal 

stress most effectively when its compositional distribution was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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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iC-rich compositions. The robustness of the calculation was examined 

by depositing the C/SiC FGM layers with various compositional 

distributions using a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 

method. The coated composites had an excellent oxidation-resistant 

performance with the weight loss below 0.3% in the isothermal oxidation 

test at 1000oC. SiC whiskers were introduced within the SiC fabrics 

before the infiltration of the matrix in order to minimize the remaining 

pore size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iC matrix filling. By 

applying the novel whiskering process, high density SiC/SiC composites 

with relative density above 90% could be obtained even in a shorter 

processing time than the conventional CVI process. The size of 

interbundle pores was dramatically reduced and the flexural strength was 

above 600 MPa.

Section 5. Establishment of material integrated database

The formats of data sheets were composed to formulate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o accept the approval of the project manager. 

The data sheet consists of material information, specimen information, 

test condition and result sessions. The database management system is 

programmed using Oracle 9i, and the application program is made of JSP. 

The databases are operating on the bases of user-friendly Web system, 

and the DBs of 6 kinds of material properties are accessible through the 

home page of KAERI material division (http://matdb.kaeri.re.kr/). 

V. Application Plans of the R&D Result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suggesting the solutions of material 

problems which have caused failure of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the 

NPPs. The material technologies for high temperature are able to apply 

developing the advanced materials for fusion and GEN-IV systems. The 

material databases have a significant role for the knowledge-bas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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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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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연구는 원자력 환경의 고압, 부식, 고온, 조사의 주요 4대 변수 중에서 

세 번째인 고온 환경 하에서의 원자력 재료 특성을 평가하고, 내고온․저방

사화 개량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 재료의 종

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DB를 위한 data sheet 의 양식을 결정

하고 데이터 입출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세부과제에 배포하고, 

DB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온재료 연구는 GEN-IV 시스템 개발을 위한 GIF R&D 기술지도 중에

서 시스템별 재료 연구 항목 뿐 만 아니라 공통기술에도 반 되어 있는 중

요한 몫을 갖고 있다. GEN-IV 원전시스템의 고효율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

해 기존 경수로에 비해 훨씬 높은 온도에서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

는 재료 개발 및 건전성 예측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온 및 고방사

선 환경 하에서 수명기간 동안 완전한 성능을 갖는 혁신적 재료를 요구하고 

있는 GEN-IV 시스템용 재료 연구에 고온강도 및 신재료 연구 분야는 직접

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고온 환경이 재료에 미치는 향은 크게 재료강도, 재료조직, 열물성, 조

사거동 등의 변화이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료는 연화되어 역학적으로 

약화되므로, 고온에서의 인장특성, 피로특성, 크리프특성 등이 평가되어야 한

다. 또한 재료의 조직이 고온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캐니즘과 속도론을 

파악하여 일정 시간 후에 급격히 발생하는 재료조직 변화에 의한 재료손상

을 예측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의한 재료의 열팽창, 열응력 등의 

열물성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고온에서의 조사거동 특히 팽윤 및 조사성

장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고온에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부식특성이 양호한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이다. 따라서 스테인리스강은 가동중 원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인 노심부

의 구조재료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고온화 되고 있는 미래형 원전의 

주요 구조재료의 일차 후보재료로 선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연구

한 주요 대상재료의 하나는 스테인리스강이다. 가동중 원전에서 사용경험이 

많은 내부식.고온 재료인 스테인리스강과 액체금속로에서 사용경험이 있는 



- 2 -

내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 강을 중심으로 고온강도 평가와 자료생산,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가동

온도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는 고온용 재료개량 연구를 병행하 다.

그리고 미래 원전이 고온화 됨과 동시에 장수명화 되고 있으며, 노심부에

서 사용되는 재료의 고방사화에 따른 재료열화와 작업자 피폭 등이 큰 관심

을 끌고 있다. 낮은 방사화 특성을 갖는 저방사화 고온재료의 개발이 앞으로

의 원자력 재료기술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경수로 

RCP 고정부의 seal, SMART의 각종 bearing, HTGR의 구조재와 핵연료 피

복재, 그리고 핵융합로의 제 1 벽 재료와 같은 구조재 등을 대비한 신재료의 

개발을 위해서 우수한 고온강도와 저방사화 특성을 갖는 탄소계 및 탄화규

소계 복합체 재료의 제조공정 개발과 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21세기 원자력 선진국 G5 진입을 위해서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인 원자력 재료물성 DB 구축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우선 각 기관마다 

DB를 구축하도록 하고, 2차적으로 통합 DB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본 과제

에서는 지난 20년간 수행한 원자력 재료 연구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관하

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산 결과를 분류하고 통계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단

계적으로 구축하 다. 

본 보고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의 2단계 연구로서 3년 동안 수

행한 연구결과를 기술한 보고서이며, 제 3 장에 주요 연구결과를 나열하

다. 제 1 절은 원자력급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 설정과 고온강도 평가 및 

수명해석 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304NG, 316NG강의 모재 및 용접재에 대한 

고온 인장, 피로, 열피로, 크리프, 크리프-피로, 피로균열전파 시험을 상온부

터 600℃의 온도범위에서 수행하 다. 하나로를 이용하여 조사특성 시험을 

320℃의 조사온도에서 7 x 1020 n/cm2 (E>0.1 MeV)의 최대 조사량까지 조

사하 다. 그리고 입자빔을 이용한 조사팽윤 모사시험 기술과 중성자 추적법

을 이용한 재료 내의 보론 함량 및 분포 분석방법을 개발하 다. 제 2 절은 

가동중 노내 구조물 체결부품의 손상 미캐니즘을 규명하 다. 316NG 강의 

저주기 피로수명,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응력에 의한 열피로 수명, 열

응력과 기계적응력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의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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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원전현장 배관 연결용접부에서 생성된 균열을 분석하고, 열피

로 손상 미캐니즘을 파악하 다. 제 3 절은 저팽윤. 고온용 개량 마르텐사이

트강의 재료규격을 설정하고 고온강도를 평가하 다. 600oC, 10만 시간에서

의 크리프 파단강도가 130 MPa급인 고온. 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을 개발하

기 위하여 미량 첨가원소인 질소, 텅스텐, 알루미늄 등을 첨가하여 그 특성

을 평가함으로서 최적 합금조성을 선정하 다. 또한 열처리 공정 중 템퍼링 

처리를 최적화함으로서 고온. 장시간에서도 안정한 석출물을 생성하여 크리

프 파단강도를 향상시켰다. 제 4 절은 내방사성 고기능 부가 및 복합체 재료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내산화 특성과 추진 도를 측정하 다. C/C 복합체 소

재의 내산화성 및 내침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응력 계산을 통해 최적의 

C/SiC 조성 경사층을 디자인하고 이를 위한 코팅기술을 개발하 다. 그리고 

고 도 SiC/SiC 복합체 제조를 위해 SiC whisker의 성장을 위한 공정변수를 

최적화하 으며 SiC/SiC 복합체의 치 화 거동과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

을 평가하 다. 제 5 절은 시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도를 검

증할 수 있는 방법과 생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형

화되고 통일된 양식의 데이터 시이트를 결정하 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

의 사용편리와 정보교환의 용이성을 최우선 목표로 개발하 으며, 이러한 목

적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입출력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 다. 본문 중에 

그림과 표는 각 절 혹은 각 항의 본문 뒤 쪽에 별도로 모아서 나타내었고, 

참고문헌은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에 정리하

다.

원자력용 고온․고강도 스테인리스강 개발은 가동중 원전의 노내 구조물

용 재료와 액체금속로의 노내 구조물과 일차계통 배관 재료에 적용할 수 있

으며, 개량 고크롬 마르텐사이트강 개발은 액체금속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연료 피복관과 일차계통 배관 재료, 초고온가스로의 원자로용기 재료에 적용

할 수 있다. 탄소 및 탄화규소계 복합체 개발은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재료 

및 고온가스로의 제어봉 sheath, 노심구조재로 활용할 수 있다. 재료 DB는 

국내의 가장 취약 분야인 DB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연구

개발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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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연구개발 현황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과 기술수준을 당 연구팀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심으

로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하나로를 이용한 스테인리스강과 마르텐사이트강을 아래 조건에서 

(320oC, 3 x 1020 n/cm2, (E>0.1 MeV))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Hot cell에

서 상온~600
oC 온도 범위에서 인장 시험 및 특성자료 생산하고 있다.

나) 가동 중 원전 (고리4호기, 광2호기)의 손상재료 입수 및 원인규명을 수

행하 다. 가동 중 원전의 노심부에서 손상이 발생한 부품 (제어봉 안내

관 지지핀, 상단고정체 screw, CVCS 오리피스)을 Hot Cell 작업으로 손

상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제시하 다.

다) 가동 중 원전 용접 연결부에서의 열피로 손상 분석 및 월성2호기 현장사

례 해석, BFB의 IASCC 손상정보 분석하 다.

라) 높은 중성자속 분위기에서 재료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재료 기술 적

용을 시도하 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Nano 결함 분석기술로는 

중성자 추적에 의한 ppm 단위 보론 추적, nano 크기 SiC/C 복합체 nano 

입자 미세구조 분석기술과 같은 nano 기술이 확보되었고, 가속기를 이용

하여 He bubble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로 장수명시에 발생하는 재료 

팽윤거동을 모사하는 기초기술을 확보하 다.

마) 기존에 개발된 고크롬 마르텐사이트강인 Mod.9Cr-1Mo와 HT-9강을 기

준으로 하여 질소 함량과 열처리 공정을 최적화하여 고온특성을 30% 개

선시킨 Mod.9Cr-1MoN강을 개발을 완료하 다.

바) 구조재의 표면특성 향상을 위한 최적 조성 경사층 디자인 및 코팅기술을 

통하여 1000℃에서의 산화 무게감량을 0.3% 이하로 낮출 수 있는 C/C 

복합체 개발하 다. 

사) Whiskering 공정을 이용한 SiC/SiC 복합체 제조는 자체 개발된 기술로 

복합체의 기공율 (~10%)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곡강도 특성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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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이상)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아) 고온 특성 평가 및 데이터 베이스 기술로는 인장 DB, 파괴인성 DB, 충

격, 피로 DB, 부식 DB, SCC DB를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독창적으로 완성하 고, 원자

력재료기술개발부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 다.

자) 국내제조 ( 광3/4호기, 울진3/4호기)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물성 생산 및 

자료집 발간: 900건의 고온 기계적 특성, 1200건의 고온 재료조직 특성, 

100건의 부식특성 자료를 실험적으로 생산하고 자료집으로 발간하 다.

차)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핵심기술 국제 기술수준 확보된 기술수준

원전 재료 

고온물성 시험, 

자료집

신뢰성이 확보된 스테인리스강의 

기술을 확보하고 재료를 공급하며, 

관련 고온물성을 축적하고 있음. 

특히 비탄성 해석을 통한 고온평

가기술을 확립하고 설계에 적용함.

고온 물성 평가를 위한 기초적 연

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임. 국내

의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원전용 고

강도 고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을 개

발하고 있는 중임.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기술을 집약하여 원전용 재료규격을 마련하고 재

료물성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임.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은 

70 %)

가동중 원전 

노내부품 

손상원인 규명

IASCC 관련한 노내외 실험을 수

행중이며 DB 구축을 위하여 자료

를 분류중임. 열피로의 수명한계

에 대한 실험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고주기피로 및 IGA에 의한 손상 

규명자료는 일부 확보하고 있음. 

열피로와 IASCC 관련한 자료는 

외국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가동중 국내 원전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노내부품의 손상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험적 자료 확보가 필요함. (선진국 수준의 60 %) 

미래형 개량 

스테인리스강 

개발

기존 재료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성 향상을 위한 신소재 개발

에 역점을 두고 있음.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고온.고강도 강의 개

발과 방사성 폐기물처분 용이를 

위한 저방사화 재료 개발에 전력

하고 있음.

미소원소 제어 기법에 의한 재질개

선 연구 및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연구를 차세대 경수로, 액체금속로

용 구조재료 등의 최적화를 위하여 

수행중임. 

국내의 발전된 소재기술을 발전설비용 고온.고강도 강의 개발에 연계하

기 위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함. 조사거동 평가를 위한 시험 데이터가 

매우 필요함. (선진국 수준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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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제 기술수준 확보된 기술수준

 고온 

내방사선 

복합체 개발 

기술

∙ SiC 복합체가 고가로 주문자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

나, 제한된 생산만 하고 있으며 

치 화 기술은 계속 개발 중이

며, 물성평가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나, 노내물성 자료가 절대적

으로 부족하여 새로운 공정기술

에 개발에 따른 물성자료가 요구

되며, ASME code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SiC/SiC 

복합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여 왔

으며, CVI 공정이 아닌 습식공정

은 대학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

행되고 있으며, 상온에 대한 물성

평가 경험은 국내에서 많이 수행

하고 있으나, 고온평가 기술이나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개발이 요

구됨

∙ 제조공정은 기반공정이 확보된 상태이며, 노내외 물성 평가에 대한 

자료 생산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됨. 선진국의 60% 수준임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를 위한 재료물성 데이터베

이스를 확보한 상태이며, 가동중

의 재료거동 자료를 추적하여 계

속 보완해 나가고 있음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재료인장, 피로, 크

리프, 부식 DB를 구축하고 보완중

임. 

상세한 자료 분석 및 국내에서 재료물성을 생산하여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개념 설정 단계. (선진국 수준의 45 %)

2. 원전재료 고온 피로 및 크리프 평가, 해석기법 기술현황

외국의 경우는 신뢰성이 확보된 스테인리스강의 기술을 확보하고 재료를 

공급하며, 관련 고온물성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비탄성 해석을 통한 고온평

가기술을 확립하고 설계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물성 평가를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국내의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원전용 

고강도 고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는 열

피로의 수명한계에 대한 실험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지만 국내는 열피로 관

련 자료는 외국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중성자유도 오토래디오 그래피법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의 붕소 함량 및 

분포 분석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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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원자는 철강 등의 금속합금에 첨가하는 경우 오스테나이트 입계에 위

치하여 페라이트 핵생성을 저지함으로써 경화능(hardenability)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결정립계에 탄소원자와 함께 위치함으로써 고온 크리프 특

성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원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

종 합금 개발 및 특성 개량을 위하여 붕소의 첨가는 국내외의 철강 및 금속

소재 제조 업계에서는 널리 활용되어 왔다[2-1, 2-2].  하지만 붕소원자는 매

우 가벼운 원소 중 하나로서 (정량)분석이 비교적 까다로우며 특히 이의 석

출, 편석 현상 등을 이해하려면 전자현미경, Auger 분석기 혹은 전자 에너지 

손실 분석기 (EELS; 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 등이 함께 활용되

어야한다 [2-3].  그러나 이들 분석기법을 활용하려면 시편 준비 등에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하고 또한 실용적인 의미를 갖기에는 그 관찰 

및 분석 범위가 지나치게 미소부위에 국한되는 단점도 있다.  중성자 조사 

오토래디오 그래피 기법은 충분한 세기의 중성자원이 있는 경우에 상기 분

석 기기들을 활용한 분석기법에 비하여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수 μm 범위에 걸쳐서 붕소원자의 분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비교적 쉽

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자현미경에서 관찰, 분석할 수 있는 범위와는 달

리 광학현미경 혹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되는 해상도 범위의 결정립계

나 개재물 혹은 편석물 크기 수준에서 붕소의 분포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투과전자현미경이나 전자 에너지 손실 분석기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

는 경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오토래디오 그래피 기법이 널리 활용되지 못하여 국내의 소재관련 산업체에

서는 붕소를 실제적으로 첨가하여 상당한 특성 개량 효과를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재 내에서 그리고 공정 (조건)에 따라 붕소원자의 거동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 저팽윤.고온용 개량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현황

FMS강의 개발은 1912년 독일의 Krupp and Mannesmann사 steam 

turbine blade용으로 12Cr-2.5Mo강을 처음 제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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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함량(0.1% 이하)을 낮추고 Mo, W, V, Nb, N 등을 첨가하여 고온 크리프 

파단 강도를 향상시키면서, 내산화성과 내부식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

발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재료는 석유화학, 화학공장, 가스 터빈, 항공 산업, 

발전설비, 핵분열 및 핵융합 발전 설비에 사용되거나 사용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재료의 화학조성을 Table 2-1과 2-2에 나타내었다.

석유화학과 화학 산업에서는 튜브 형태나 수소 탈황 설비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FMS강은 주로 증기 발전소의 가스 터빈과 보일러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고속증식로의 노심부품이나 핵융합로의 1차벽 재료와 

breeder blanket 구조재로의 사용이 고려되고 있다. 

가. 가스 터빈

화학산업과 같이 적절한 응력과 온도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제트의 

가스터빈 엔진 등의 고온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내식성과 우수한 기

계적 특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많은 FMS강이 개발되었다. 개발

된 재료로는 12Cr-NiMoV(M152), 12Cr-MoVNb(FV448과 H45), 12Cr-MoV 

(FV607), 그리고 12Cr-MoVNbWCo(FV535와 H53) 등이 있다. 이러한 재료

들은 높은 인장, 항복 강도와 550oC 에서의 높은 크리프 파단 강도를 보유하

고 있다. 일본에서는 heavy duty gas turbine 재료로 12Cr-2.6Ni-2MoVNbN

을 개발하 으며, 유럽에서는 potential disk 재료로 12Cr-MoVNbW(COST 

Steel "E")를 개발하 다. 최근에는 electro slag refining(ESR) 공법의 발달

로 질소 가압 분위기에서 제조하여 질소를 0.3% 첨가한 재료를 개발하 다. 

이 재료는 가스 터빈의 disk 재료로의 사용이 고려되고 있다.

나. 증기 발전소

1990년까지는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미임계 증기 조건(압력 22 MPa 이

하)에서 사용하 다. 즉 증기 온도는 540
oC가 표준이었고, 유럽에서 일부 

565oC의 증기온도를 사용하 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화력발전 비용과 

산성비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생산의 감소를 위해 초임계압이나 초초 임계

압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초초 임계압 (증기온도 : 

620-650oC, 압력 : 34 MPa) 화력발전소의 가동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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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고합금의 9-12Cr강의 개발에 집중되어 많은 종류의 FMS강이 개발되

었다. 초초 임계압 화력발전소 터빈과 보일러 재료로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

과 같다.

 - 대형 단조나 주조품으로의 가공이 용이해야 하고, 용접성이 우수해야 

한다.

 - 1.2 m 이상의 직경을 갖는 로터 단조품에서도 경화능이나 기계적 강도

가 균일해야 한다.

 - 600oC, 105 h에서의 크리프 파단강도가 100 MPa 이상 되어야 한다. 

 - 고온에서의 장시간 사용에서도 인성을 유지해야 하고 취성이나 연화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 증기에 의한 내산화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여년동안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1) 보일러 부품

최근 FMS강의 개발 진행상황을 Fig. 2-1에 나타내었다. 미량 첨가하는 

합금원소의 종류와 함량을 조절함으로서 크리프 저항성의 향상을 꾀하고 있

다. 합금원소 조절은 아래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Cu와 Co를 첨가하여 인성을 크게 악화시

키는 δ-페라이트의 형성을 억제한다.

- W, Mo, N에 의한 고용강화를 최대화한다.

- B를 첨가하여 마르텐사이트 전위조직과 석출물을 안정화시킨다.

- 성장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VN과 Nb(C,N)과 같은 미세한 입자를 

형성시켜 석출경화를 증대시킨다.

여러 종류의 FMS강이 열발전소의 보일러 튜브와 증기 튜브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특히 FMS강은 저합금강에 비해 우수한 내산화성과 강도를 가지

고 있다. 더욱이 12Cr강은 9Cr강에 비해 더 우수한 내산화성을 보인다.

X20CrMoV121(HT91)강은 증기압 25 MPa, 증기온도 540~560oC인 발전소

의 과열튜브, 증기 튜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2상 조직강 (마르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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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 δ-페라이트)인 9Cr-2Mo강 (HCM 9M)도 593oC의 온도에서 사용되는 

튜브에 적용되고 있으며, 9Cr-2MoVNb강 (EM12)은 600oC에서 사용되고 있

다. V과 Nb을 첨가한 개량 9Cr-1Mo강 (T/P/F 91)은 과열기 튜브, 파이프 

등에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T/P91강은 이후 일본에서 

9Cr-MoVNbW강 (NF616, T92, P92), 12Cr-MoVNbW강 (HCM12)과 

12Cr-MoVNbWCu강 (HCM12A)으로 개량되었다. 유럽에서는 

9Cr-MoVNbWN강 (E911)을 개발하 는데, 이 강의 600oC/105시간 크리프 

파단 강도는 105MPa로 개량 9Cr-1Mo강 (P91, 90MPa)에 비해서는 높았으

나, NF616(P92)강 (120MPa)에 비해서는 낮은 크리프 파단 강도를 가졌다. 

일본에서 개발된 새로운 12Cr강인 NF12와 SAVE12의 크리프 파단 강도 

(600oC/105시간)는 실험실 시험결과 약 180 MPa을 나타내었다.

(2) 터빈 부품

(가) 로터

미임계 발전소에서는 1.0Cr-MoV, 3.5Ni-CrMo(V)과 12Cr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의 크리프 파단 강도는 초임계와 초초임계 발전

소의 가동온도인 595
oC와 650oC에서는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개발된 12Cr강도 편석, 단조성, 용접성, 충격인성, 그

리고 미세조직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대형 로터 단조품과 다른 증기 터빈 

부품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565
oC 이상의 온도에서 크리프 파단 강도가 향상된 FMS강의 개발은 

1950년대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개발의 초점은 12Cr-MoV 강과 

12Cr-MoVNbB 강이었다. 1970년대에는 593oC와 620oC의 증기 온도에서 사

용할 수 있는 12Cr-MoVNb (TR1100, TMK1), TOS 101, 12CrMoVNbWN 

(TR1150, TMK2), TOS 107강이 개발되었다. 이후 630
oC 이상의 증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12Cr-MoVNbW (TR1200), 12Cr-MoVNbWCoB (HR1200), 

TOS 110강이 개발되었다. TMK1과 TMK2강은 현재 일본에서 593oC 이상

의 초임계 증기 발전소의 터빈 로터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COST 501 계획에 의해 9.5Cr-MoVNbB (Steel B), 

10.5Cr-MoVNbWN (Steel E), 10.2Cr-MoVNbN (Steel F) 등 여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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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강이 개발되었다. 이 재료들에 대해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Steel F는 로터강으로 제조되어 Danish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10-12Cr 로터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산화

성 분위기에서 용해하여 열적으로 매우 안정한 (W,Ti)C와 (W,Nb)C 탄화물

을 형성시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나) Casing과 밸브 

질소를 첨가한 개량 9Cr-1Mo강인 G-X12CrMoVNb91과 

G-X12CrMoVNbN1011강이 유럽에서 거대한 주조품인 chest와 casing 

(580-700oC 에서 사용)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casing과 밸브 재

료로 9Cr-MoVNbW강 (TF1)과 12Cr-MoVNb강 (TOS310)을 사용하고 있으

며, 그 외에 9Cr-MoVNbW강 (NF616)의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600oC와 630oC 온도에서 사용되는 주조품에는 각각 12Cr-MoVNbW강 

(TOS302)과 12Cr-MoVNbWCo강 (TOS303)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다) 터빈 블레이트

증기 터빈 블레이트 재료로 12Cr-MoV (Lapelloy), 12Cr-MoVNbW 

(AL419, AISI 422), 그리고 12Cr-MoVNb강 (H46, FV448, X19CrMoVNbN)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은 초초 임계 화력발전소의 550
oC 

이상 온도에서 충분한 크리프 파단 강도를 보유하지 못하여 일본에서는 이

것을 개량한 12Cr-MoVNbWNB강 (TF12)을 개발하 다. 

다. 고속증식로

(1) 조사 손상

원자로 노심에 위치한 재료들은 중성자 조사를 받는데, 이때 중성자가 가

지고 있는 에너지는 고속 증식로에서는 10 keV 이상이고, 열원자로에서는 2 

MeV에서 0.025 eV의 범위에 있다. 중성자 조사 손상의 원인은 에너지를 가

지고 있는 중성자의 충돌에 의한 것이다. 중성자 충돌에 의해 원자들이 평형 

격자위치에서 이동하여 공공과 격자간 원자를 형성하고, 또한 (n,γ), (n,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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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n,p) 반응에 의해 고상이나 기상의 불순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조사 손

상으로 재료에 야기되는 문제로는 기공 형성, 팽윤, 미세조성 변화, 미세조직 

변화, 조사 크리프, 조사 경화, 조사 취화, 파괴인성 저하, 피로 저항성 저하 

등이 있다.

(2) 원자로 부품 및 재료 

FMS강은 중수로 압력관 end fitting, 가스냉각로의 증발기와 과열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경수로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현재는 주로 고속

증식로에서의 사용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형로 형태의 고속증식로에서 노내 구조물 재료로는 통상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 으나, 이 재료는 조사 팽윤과 조사 크리프에 의한 

치수의 불안정성과 노심의 뒤틀림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 

팽윤은 cladding과 wrapper의 축방향 및 반경방향 팽창을 일으켜서 핀 사이

의 냉각수 유동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cladding과 wrapper의 온도가 증가

하고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핵연료 교체 시에 핵연료의 제거와 삽입이 

어렵게 된다. 또한 subassembly 내에서 중성자 조사량과 온도의 차이에 따

른 조사 팽윤의 차이로 wrapper의 휨을 일으키며, 내부 냉각제 압력의 향

으로 조사 크리프가 발생하여 wrapper 면에 팽창을 발생시킨다. 

Sub-assembly내의 이러한 휨과 팽창은 핵연료 설계, 가동, burn-up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wrapper 재료로서는 조사 팽윤과 조사 크리프가 작은 재료를 선

택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피복관은 핵분열 가스와 핵연료-피

복관 기계적 반응에 의해 응력을 받는 상태에서 사용되므로 충분한 조사 크

리프 강도를 보유한 재료를 적용해야 초기에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

는다. 조사 팽윤 저항성이 향상된 재료 설계를 위해서는 시험용 고속증식로

에서의 광범위한 조사 시험이 수행되어 후보 재료에 대한 조사 특성 data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냉간 가공한 type 316 스테인리스강, Ti 

또는 Nb 안정화 오스테나이트강, 석출 경화형 Ni기 합금, 고Cr 페라이트/마

르텐사이트강 등이 개발되었다.

유럽,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고속증식로 wrapper나 피복관 재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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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속증식로에 적용되고 있는 FMS강의 예를 

Table 2-3에 나타내었다. 

비원자력 분야에 적용되는 FMS강의 요구 특성은 높은 인장강도와 크리

프 파단 강도이다. 그러나 고속증식로의 wrapper가 사용되는 온도가 크리프 

변형이 일어나는 온도 보다 낮고 부하 응력도 낮기 때문에 wrapper에 적용

하는 FMS강의 경우에는 높은 크리프 파단 강도가 요구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충격 인성과 고온 연성, 그리고 가공성과 용접성이 요구된다. 

크리프 파단 강도를 크게 감소시키지만 충격 특성[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upper shelf energy (USE)]을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합금원소를 조절

하여 인성에 나쁜 향을 미치는 δ-페라이트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 

적용 예로는 duplex 9Cr-2Mo (EM12)강을 단상인 9Cr-1Mo (EM10)강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질소함량을 최대 0.01%로 제한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오스테나이트 처리와 템퍼링 온도를 최적화하여 미세한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을 형성시키고 기지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FMS강은 높은 조사량(100 dpa 이상)에서도 낮은 조사 팽윤(0.5% 이하)을 

나타낸다. 고 Cr강 사용의 한계는 다른 체심 입방정 금속과 마찬가지로 연성

-취성 천이온도(DBTT)를 나타내므로 조사를 받으면 DBTT가 높아지고, 

USE가 감소하여 취성이 나타나서 인성이 크게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wrapper 사용온도인 400-560
oC에서는 강의 종류와 조사량에 따라 DBTT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산화물 분산강화 재료 

FMS강은 550oC 이상에서 열크리프 파단 강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670~700oC의 고온에서 사용하는 피복관 재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

었다. 그러나 고온에서도 적용 가능한 산화물 분산강화강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steel)이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 개발되었다. 초기에 연구된 

재료는 13Cr-1.5Mo강과 11∼13Cr-3W강에 Ti2O3나 Y2O3를 첨가한 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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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융합로

(1) 원자로 시스템 및 부품

D-T tokamak 원자로에서 플라즈마에 접촉하고 있는 부품의 사용 환경은 

다음과 같다. 

 - 기계적/전기적 하중과 열응력

 - 고에너지 (14.1 MeV) 중성자에 의한 전자 변위, 그리고 He, 수소, 고

체 변환물질에 의한 변화

 - 이온과 중성자의 충돌로 인한 표면 손상

핵융합로의 1차벽과 blanket 후보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합금에는 

Fe-Cr-Ni과 Fe-Cr-Mn 오스테나이트강, Cr-Mo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강, 

그 외 금속합금(바나듐, 니오비움, 몰리브데늄, 타이타늄, 탄탈륨 등), 그리고 

SiC/SiC 복합체가 있다. 이들 중 FMS강(9-12%Cr)을 wrapper나 피복 재료

로 적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는 HT9, modified 

9Cr-1Mo(T/P91), 12Cr-1.6Mo(1KH12M2S2), FV448, EM12, 1.4914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초기에 1차벽 재료로는 316L강과 MANET I과 MANET II를 

선정하 다. MANET I 강의 화학조성과 성질은 표준 1.4914강에 필적하 으

나, MANET II강 (C, AL, Zr 함량 감소)은 더 우수한 인성과 크리프 특성을 

나타내었다. 마르텐사이트 강은 오스테나이트 강에 비해 조사 팽윤, 크리프, 

고온 He 취성이 더 우수하고, 열전달율이 높고 열팽창 계수가 작아 열응력

에 대한 저항성과 피로 특성이 우수하다.

   

(2) 저방사화 재료

핵분열이나 핵융합로에서 높은 방사능 물질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러

나 고에너지 중성자가 핵분열성이 없는 노심 부품이나 구조재료에 의해 흡

수되면 흡수된 원자의 변환이 일어나 방사능 동위원소가 생성된다. 이 방사

화 원소는 안정한 동위원소로 붕괴하는데 이때 β나 γ 방사물의 방출을 동

반한다. 원소에 따라 다르긴 하나 어떤 경우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방사물의 방출이 계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사화는 안전과 일상

적인 작업, 발전소의 분해,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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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융합로 재료 개발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첫째 방사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Mo, Nb, Ni 등의 첨가를 억제하고 대신 비슷한 

효과를 지닌 W, V, Mn, Ta, Ti 등을 첨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량 첨

가되어도 유도 방사화와 dose rate에 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

는 것이다.  

외국에서 연구된 저방사화 FMS강을 Table 2-4에 나타내었다. FMS강은 

안정한 미세조직과 적정한 강도, 인성, 조사손상에 대한 저항성을 보유하고 

있어 핵융합로 재료로의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600oC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구조품에 적용할 산화물 분산강화(ODS) 페라이트

/마르텐사이트강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ODS강의 제조 방법과 부품 

가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ODS강 

(9Cr-Mo + Y2O3)과 저방사화 ODS강 (9Cr-W + Y2O3, 8Cr-2W + Y2O3 + 

Ti)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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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Ferritic/martensitic steels for fast breeder reactor.

원자로 국  가 Cladding Wrapper

PFR 국 STA Nimonic PE161) FV448 

PHENIX 프랑스 CW 15Cr-5NiTIMoB EM10

BN-350

BN-600
러시아 CW ChS-682) EP450

PHENIX 독일 CW and CWA 1.49703) 1.4914

FFTF 미국 HT9 HT9

Long life cores 일본 PNC-FMS PNC-FMS

1) 17Cr-43Ni-3Mo-2.5Ti+Al

2) 15-16.5Cr, 14-15.5Ni, 1.9-2.5Mo, 0.2-0.3Ti, 0.001-0.005B

3) 15Cr, 15Ni, 1.2No, 0.04Ti, 0.005B

Table 2-4.  Development of low 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steels.

미 국 유 럽 일 본

 2-9Cr-V

 2-9Cr-W

 2-12Cr-W-V

 9Cr-W-Mn

 9Cr-V-Mn

 12Cr-W-Mn

 12Cr-V-Mn

 9Cr-W-V-Ta-N

 12Cr-W-V-Ta-N

 9-10Cr-W-V-Ta-Ti-Ce

 9Cr-W-V-Mn-Ti

 2-15Cr-W

 2-3Cr-W-V-Ta

 7-9Cr-W-V-Ta

 11Cr-W-V-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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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evelopment of 9-12Cr ferritic/martensitic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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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방사성 고기능 부가 및 복합체 재료 제조 기술개발 현황

C 및 SiC 계 세라믹스는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중성자 

조사에 의한 유도 방사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4세대 원전 중 GFR 및 

VHTR 등의 가스냉각형 원자로나 상용 핵융합로의 노내 구조물 후보재로 

고려되고 있다. C 및 SiC의 우수한 고온 기계적 특성, 화학적 안정성은 높은 

냉각재 온도를 달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열효율이 45∼60%에 이르는 우수

한 성능의 원자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단미 (monolith) 세라믹스 

소재는 취성파괴를 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원자로용 구조재로

는 장섬유로 강화된 세라믹 복합체의 형태를 주로 이용한다. C 또는 SiC계

의 장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재료는 섬유와 기지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

합이 가능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Cf/C, Cf/C-SiC, Cf/SiC, SiCf/SiC 

등을 들 수 있다. 1950년대 말부터 개발이 시작된 이래 C/C 복합재료는 항

공기와 자동차의 브레이크 디스크에서 우주왕복선의 단열타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나, 공기 중에서 사용할 경우 500°C 이상에서 산화

가 일어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산화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여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지상의 일부 (Cf/C-SiC) 또는 전체 (Cf/SiC)

를 SiC로 대체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에 SiC 

섬유가 개발된 이후 섬유와 기지상이 모두 SiC로 이루어진 SiCf/SiC 복합재

료에 관련된 연구도 지난 20여 년간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Cf/SiC 및 

SiCf/SiC 복합재료는 1500°C 정도의 고온에서 구조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엔진 부품,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열교환기 등 비원

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재료, 가스냉각형 4세대 원자로

의 노심 구조재료 등 원자력 산업용으로 응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Table 2-5는 고온 가스 냉각로의 출구 가스온도에 따른 주요 부품 

후보재를 나타낸 것이다 [2-4]. 출구온도가 850℃ 이상이 되면 Cf/C, Cf/SiC, 

SiCf/SiC 등의 세라믹 복합체로 금속 소재를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VHTR에서 이들 세라믹 복합체의 적용이 가능한 주요 부품은 제어봉 피복

관 및 주요부품, 제어봉 안내관, upper core restraint block, upper plenum 

shroud, hot duct insulation cover sheet, floor block, 열교환기 튜브, 가스터



- 22 -

빈 부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SiCf/SiC 복합체는 GFR의 핵연료 피복관의 

후보재로도 검토되고 있다. Table 2-6은 VHTR의 주요 부품 후보재로 적용

하는데 있어 Cf/C, Cf/SiC 및 SiCf/SiC 복합체들의 장점과 약점을 비교한 것

이다 [2-5]. 

핵융합 실험로나 ITER 등과 같은 핵융합로에서는 Cf/C 복합체가 블랭킷 

구조재로 사용되고 있거나 후보재로 검토되고 있지만 미국의 ARIES-I, 

ARIES-IV, ARIES-AT와 유럽의 TAURO 및 일본의 DREAM, A-SSTR2 

등과 같은 실증로 또는 상용 핵융합로에서는 블랭킷 구조재로 SiCf/SiC 복합

체를 고려하고 있다. Table 2-7은 SiCf/SiC 복합체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DEMO reactor들의 주요 성능과 SiCf/SiC 복합체의 사용환경을 나타낸 것이

다. TAURO와 ARIES-AT는 Pb-17Li 액체금속을 증식재 및 냉각재로 사용

하며, ARIES-I 과 DREAM은 증식재로 세라믹을, 냉각재로 He 기체를 사용

한다. 이하에서는 SiCf/SiC 복합체를 중심으로 복합체의 제조기술 현황과 주

요 노내외 특성에 대해 기술하 다.

가. SiC 장섬유의 제조와 주요특성

원자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SiC 섬유는 내방사선 및 내열 특성이 우수하

고 직조가 용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섬유의 직경이 작고 화학량론비

가 맞아야 하고 SiC의 결정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SiC 섬유는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까지 상용화된 주요 섬유의 특성을 

Table 2-8에 나타내었다 [2-6]. 대부분의 SiC 섬유는 어느 정도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Nicalon과 같은 1세대 섬유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탄소와 

산소가 불순물로 존재하며 약 3 nm 크기의 SiC 입자와 탄소 입자가 비정질

의 SiCxOy 기지에 분산되어 있는 미세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1200°C 이상의 

온도에서는 환원반응에 의해 SiO 및 CO 가스로 분해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

라 원자력 분야의 응용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비정질상이 수축을 일으

켜 섬유의 직경이 감소되기 때문에 섬유와 기지상 사이에 미세균열이 형성

되거나 계면 분리가 일어나 복합재료의 성능이 크게 감소된다. 2세대 섬유인 

Hi-Nicalon은 산소함량은 0.5% 이하로 매우 적지만 약 23%의 탄소를 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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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포함하고 있다. 내열성은 Nicalon에 비해 우수하지만 사용온도는 

1400°C 이하로 제한된다. MER 섬유는 탄소섬유를 화학변환시킨 것으로 섬

유 중심부에 미변환된 탄소를 포함한다. Hi-Nicalon S, Tyranno SA, 

Sylramic과 같은 3세대 SiC 섬유는 불순물 함량이 매우 적고 SiC 화학양론

비도 1에 가깝다. 따라서 내열성 및 내방사선 특성은 우수하지만 율이 커

서 직조성은 1,2세대 섬유에 비해 좋지 않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가격 및 내

방사선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에는 주로 직조가 비교적 용이하고 순도 및 결

정성이 높은 Tyranno SA 섬유를 이용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Fig. 2-2는 다양한 SiC 섬유에 대해 중성자 조사 후 도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2-9]. Nicalon, Hi-Nicalon, 저급 Tyranno 섬유 등과 같이 불순물 및 

비정질상을 포함하는 섬유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의 증가는 부피 수축을 수반하기 때문에 섬유와 기지상 간의 계

면에 균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복합체의 특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결정성 

및 순도가 높은 Tyranno SA, Sylramic 섬유는 도, 즉 부피의 변화가 크지 

않다.

나. SiC 복합체 제조기술 현황

Cf/SiC 및 SiCf/SiC 등의 SiC 기지상 복합재료의 제조는 C 또는 SiC 섬유

로 직조된 프리폼에 계면상을 제조한 후 프리폼 내부에 SiC 기지상을 형성

시켜 치 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SiC 기지상의 주요 제조방법으

로는 CVI (chemical vapor infiltration) 방법과 같은 기상법 [2-10], 

PIP(polymer impregnation/pyrolysis) [2-11] 및 LSI (liquid silicon 

infiltration) 방법 [2-12] 등의 액상법, 고온가압 소결법 [2-13] 등이 있다.  

CVI 방법은 MTS (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와 같은 금속유기화합물

을 열분해시켜 섬유 둘레에 증착시킴으로써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 것으로, 

공정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내열성 및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화학양론성

의 결정질 SiC 기지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러나 공정시간이 길고 잔류기공이 존재하며 제조단가가 비싼 문제점이 있다. 

CVI 방법에서 프리폼의 양단에 압력구배 (F-CVI) 또는 온도구배 (TG-C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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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줌으로써 공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품의 형상에 제약이 

따르며 많은 양의 제품을 동시에 제조하기 곤란하다. PIP 방법은 PCS 

(polycarbosilane)등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SiC 분말과 혼합하여 슬러리를 만

든 후 이 슬러리를 SiC 섬유 프리폼에 침투시켜 열분해시킴으로써 SiC 기지

상을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형의 복잡한 형상 구조물을 제조하는데 유

리하며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화학정량비의 결정상 SiC를 얻

기 어려워 열전도도가 낮고 열분해 시 부피수축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

에 6∼10회 또는 그 이상의 반복 공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Tyranno-SA와 

같이 내열성이 우수한 섬유가 개발됨으로써 열분해 온도를 높여 결정성 및 

화학양론비가 우수한 SiC 기지상을 제조할 수 있고 AHPCS와 같은 새로운 

유기화합물이 개발되어 PIP 방법도 특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LSI 공정은 

C와 SiC 분말을 프리폼에 채워 넣고 Si을 용융·침투시켜 C와 반응시킴으로

써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공이 거의 없고 열전도도

가 우수한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으나 미반응 Si의 잔류로 인해 내열 및 내

방사선 특성에 문제가 있다. 고온가압 소결법은 SiC 분말과 소결조제가 혼합

된 슬러리를 프리폼에 침투시킨 후 고온가압 하에서 소결하는 방법으로 SiC

의 소결이 어려워 섬유의 손상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SiC 나노분

말을 이용하여 소결온도를 낮추고 Tyranno SA와 같이 내열성이 우수한 섬

유가 개발됨으로써 섬유의 손상 없이 95% 이상의 상대 도를 갖는 SiCf/SiC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NITE process [2-14]). 하지만 이 방법

은 다차원으로 직조된 프리폼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섬유의 부피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구개발의 여지가 많다. 이상의 방법 이외에 MER 사에서

는 Cf/C 복합재료를 SiO 가스와 반응시켜 SiCf/SiC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CVR 방법을 개발하 는데 50∼70 W/m·K의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도도를 

얻을 수 있고 내열성이 우수하지만 미반응의 C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2-15]. PIP 방법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프리폼에 침투시킨 PCS 등의 유

기화합물을 전자빔을 조사하여 불융화 처리함으로써 SiC 수율을 높여 고

화를 이루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2-16]. Table 2-9는 이상에서 열거

한 제조방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한 것이다.

섬유와 기지상 사이에 존재하는 계면상은 낮은 전단강도를 가져 기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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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된 균열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섬유의 파괴를 지연시켜 복합재료의 

인성을 증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섬유로의 응력 전달과 기지상의 제조공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섬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계면

상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계면상과 섬유간에 강한 결합을 갖도록 하여 

균열의 형성이 계면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현재까지 주

로 이용되고 있는 계면상은 층상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열분해 탄소 (PyC) 

또는 육방정 BN (h-BN) 등이다. 최근에는 내산화성, 내방사선 특성의 개선

을 위해 (PyC-SiC)n, (BN-SiC)n과 같은 다층구조의 계면상을 도입하는 연구

도 이루어지고 있다 [2-17]. BN은 B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He 발생과 N에 

의한 방사화의 문제로 원자력용으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에서

는 주로 PyC, (PyC-SiC)n 등을 계면상으로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SiC 복합체의 주요 노내외 특성

현재까지 상용화된 SiCf/SiC 복합체의 주요 특성을 Table 2-10에 요약하

다. 도는 2.1∼2.7 g/cm3, 기공율은 4∼10% 범위이다. 복합체의 률은 

사용한 섬유의 률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인장강도는 200∼300 MPa, 곡강

도는 300∼400 MPa 정도이나 실험실 규모로 제조된 복합체는 400 MPa 이

상의 인장강도와 700 MPa 이상의 곡강도 값도 보고되고 있다. 열전도도는 

상온에서 6∼20 W/m·K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DEMO reactor 등과 같은 

핵융합로에서는 1000℃에서 조사후의 열전도도가 15∼20 W/m·K 이상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 개선이 필요하다.

중성자 조사는 Si 및 C 원자의 격자이동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SiC의 비

정질화, 점결함 및 보이드 형성을 가져와 부피 팽창을 일으키게 된다. Fig. 

2-3은 CVD SiC의 조사온도에 따른 부피팽창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000℃ 이하에서는 조사온도의 증가에 따라 부피팽창이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2-18]. 상온 및 150℃ 이하에서는 비정질화가 주로 일어나며 150℃ 이상 

1000℃ 이하에서는 점결함의 형성에 의해 부피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1000℃ 

이상에서는 보이드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부피변화는 조사량에 의존하게 된

다. 현재까지 1000℃ 이상에서의 부피변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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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드 형성에 의해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최소온도가 보다 정확히 정의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Fig. 2-3은 CVD SiC에 대한 결과이지만 CVI에 의해 

제조되는 SiC/SiC 복합체는 기지상이 CVD SiC와 같기 때문에 유사한 부피

변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4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SiC 단미 및 SiCf/SiC 복합체의 열전도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19]. 1000℃의 조사온도에서는 조사전과 비교하여 

약 50% 정도의 열전도도 감소를 나타내며 400℃에서는 10-20% 정도의 열전

도도를 유지한다. Fig. 2-5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SiCf/SiC 복합체의 곡강도

값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20]. Nicalon 및 Hi-Nicalon 섬유로 제조된 복

합체의 경우에는 1 dpa의 조사량에서도 강도가 20-30% 감소하며 10 dpa 에

서는 60% 이상 강도가 감소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중성자 조사

에 의해 섬유가 수축함으로써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에 균열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Tyranno-SA, Hi-Nicalon Type S 등과 

같이 고순도의 결정질 섬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10 dpa 까지 강도변화가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고에너지의 중성자 조사는 SiC에서 격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핵종변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핵종변환에 의해 생성되는 원

소는 He, H 과 같은 기체 및 Mg, Al 과 같은 금속원소 등이 있다. Fig. 2-6

은 ARIES 의 제 1벽 설계를 기준으로 운전기간에 따른 변환핵종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2-20]. 매우 많은 양의 He, H 및 Mg이 형성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가 SiCf/SiC 복합체의 특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속기를 이용한 He 주입실험 등을 통해 이

에 대한 향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950℃에서 2500 ppm의 He을 주

입하 을 때 약 38%의 곡강도 값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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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5. Summary of Possible Materials for (V)H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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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f/C, Cf/SiC, and SiCf/SiC 

Composites for VHTR Applications.

Advantages Disadvantages

SiCf/SiC Composites

·Good oxidation resistance

·Stronger than Cf/C

·Greater radiation damage resistance

 than Cf/C

·Less change-out, lasts longer

·Higher cost than Cf/C

·Many have boron coated interface

·Free silicon (not desired)

·Lack of manufacturing/infrastructure

·Qualification-different weaves require 

 a new qualification

·ASME specification issue

Cf/C Composites

·Good material for accident situation

·Flaking is less likely than SiCf/SiC

·Eliminates metal from the core

·Good residual properties 

 (e.g., strength)

·Poor oxidation resistance

·More radiation damage/shrinkage than 

 SiCf/SiC

·Qualification-different weaves require 

 a new qualification

·ASME specification issue

Cf/SiC Composites

·Higher thermal conductivity than

 SiCf/SiC

·Higher strength

·Higher moderating power

·Possible radiation damage

·Qualification-different weaves require 

 a new qualification

·ASME specific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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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Major Specifications for Recent International Projects Using 

SiCf/SiC as Structural Material for Breeding Blankets [2-6∼2-8].

TAURO, '96 ARIES-I ARIES-AT DREAM, '97

Normal operation
Fusion power
Electrical power
Net efficiency
Blanket lifetime
Mode of operation
Plasma geometry
Major plasma radius
Aspect ratio
Wall loads (FW, divertor)
Max. FW surf. heat flux
Max. Div. surf. heat flux
Avg. Neutron Wall load
In-vessel components
Structural material
Breeding material
Neutron multiplier
Coolant
Coolant inlet/outlet temp.

FW protection

3000MW
1000MW
45%
5 years
continuous

9.4m
4.5

0.5MW/m2

5MW/m2

2MW/m2

SiC/SiC
Pb-17Li
-
Pb-17Li, 2MPa
450/860℃

SiC (CVD)

1925MW
1000MW
49%
7.2 years
continuous

6.75m
4.5

0.5MW/m2

4.5MW/m2

2.5MW/m2

SiC/SiC
Li2ZrO3

Be
He, 10MPa
350/650℃

SiC (CVD)

1719MW
1000MW
59%
2 years
continuous

5.2m
4

0.7MW/m2

5MW/m2

4.3MW/m2

SiC/SiC
Pb-17Li

Pb-17Li, 1MPa
650/1100℃

SiC (CVD)

5500MW
3000MW
>45%
<4 years
continuous

16m
8

0.5MW/m2

5MW/m2

3MW/m2

SiC/SiC
Li2O
Be
He, 10MPa
600/900℃

SiC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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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Properties of as-produced Si-based fibersa.

Table 2-9. Comparison of Fabrication Processes for SiC Composites.

CVI PIP LSI NITE

내열성 ○ X X ○

기계적 특성 r X r ○

내방사선 특성 ○ X X ?

도, 가스기 성 X X ○ ○

열전도도 r X ○ ○

제품형상의 유연

성
○ ○ r X

공정시간 X r ○ ○

경제성 X r ○ r

기술 성숙도 ○ r r X



- 31 -

Table 2-10. Characteristics of Several SiCf/SiC Composites [2-6].



- 32 -

Fig. 2-2. Effect of irradiation on density 

of SiC-based fibers.

Fig. 2-3. Neutron-induced swelling of 

CVD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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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hermal conductivity degradation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and test temperature for 

crystalline SiC and SiC/SiC composites with 

CVI-SiC matrix.

Fig. 2-5. Relative strength, irradiated/ 

unirradiated, for SiC/SiC composites versus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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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ilicon carbide transmutation products- 

ARIES first wall irradiation at 4.7 M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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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전재료 고온 피로 및 크리프 평가, 해석기법 확립

1. 316NG강의 모재 및 용접재에 대한 고온 기계적 물성시험 수행

가 원자력용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 설정

316 스테인리스강은 강도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탄소량을 0.04% 이상 함

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온도가 올라가면 탄화물을 석출시켜서 고온 기계적 

특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최근에는 탄소의 함량을 낮추는 경향이다

[3-1-1]. 그러나 저탄소 스테인리스강은 강도저하를 유발하므로 강도를 확보

하기 위해서 고용강화효과가 탄소보다 큰 질소를 탄소 대신 첨가한 새로운 

316LN 강이 개발되고 있다. 질소는 인장강도를 증가시키고[3-1-2∼3-1-4], 

피로수명을 증가시키지만 0.12% 이상에서 포화되며[3-1-5∼3-1-9], 크리프-

피로 수명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감소시킨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으며

[3-1-10,3-1-11], 크리프 파단시간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3-1-12]. 고온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질소함량의 향이 각 보고자에 따라

서 다른 거동을 하기 때문에 질소함량이 고온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정한 질소함량을 평가하여야 하

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원인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소의 

함량을 0.04∼0.15 wt%변화시키면서 인장, 피로, 크리프, 크리프-피로 특성을 

측정함으로서 최적의 질소함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실험방법

(가) 화학조성 및 열처리

실험에 사용된 316NG 스테인리스강은 진공유도용해에 의해 제조되었으

며, 화학조성은 Table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탄소의 함량을 0.02%로 일

정하게 유지하면서 질소함량을 0.04∼0.15% 범위로 변화시켰다. 시험편의 용

체화 처리는 1100
oC에서 1시간 유지 후 수냉하 다. 시험편은 압연방향이 시

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채취하여 시험 전에 SiC #1000번까지 시편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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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연마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나) 실험조건

시험온도는 상온에서 600oC까지 변화시켰고, 각 온도에서의 시편의 길이 

방향의 온도편차는 ±2oC이내로 제어하 으며 시험은 모두 공기 중에서 수행

하 다. 각 질소량에 따라서 인장시험은 변위제어로 시험하 고 피로 및 크

리프-피로시험은 완전 대칭인 삼각파로서 전체변형범위 0.8∼2.0%의 범위에

서 시험편에 직접 연신율계를 부착하여 변형제어로서 시험하 다. 피로 및 

크리프-피로수명은 포화응력의 75%되는 사이클로 정의하 고 크리프-피로 

시험은 최대변형에서 10분간 유지하 다. 인장, 피로, 크리프-피로 시험의 변

형속도는 2×10-3/sec 이었다. 크리프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일정하중 방식의 

Power Engineering사의 PCM-L30M3 모델을 사용하 고 레버비는 20 : 1 

이었다. 크리프에 의한 연신률의 변화는 LVDT를 통하여 신호조절기를 거쳐 

증폭되어 ±2.5×10
-4 mm의 오차 범위 내에서 컴퓨터와 레코더를 사용하여 연

속적으로 기록되었다. 피로균열전파시험은 sine파, 10 Hz, R=0.1, △P=297 

kgf의 하중제어로 수행하 다.

(2) 실험결과

(가) 인장특성

모든 온도범위에서 질소를 첨가하면 항복강도와 최대인장강도는 증가하지

만 연신율은 거의 일정한 것을 Fig. 3-1-1에 나타내었다. 질소가 0.06%이상 

첨가되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가 항복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되

어지고 있는데 300
oC 이하의 비교적 저온에서는 질소의 고용강화가 크게 

향을 미치는 온도에 민감한 역이고 300oC이상의 고온부분에서는 고용강화

보다는 질소와 Cr에 의해 형성된 단범위 규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도에 민

감하지 않은 역이다[3-1-2∼3-1-4]. 

(나) 피로특성

전체변형범위 1.0%에서 각 온도와 질소함량에 따른 피로수명 변화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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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Fig. 3-1-2에 나타내었다. 300oC까지는 피로수명의 변화가 거의 

없다가 400oC 이상에서는 피로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각 온도에서 피로수명은 질소함량이 0.10%까지는 증가하다가 0.10%에서 최

대값을 나타낸 후 0.10%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온 저주기 피로수명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전위구조,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결정입 크기, 산화, 동적변형시효 등이 있다. 질소의 첨가에 

의해서 동적변형시효가 감소되지만 질소함량이 0.10% 이사에서는 동적변형

시효가 증가하게 되어 고온 저주기 피로수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

고 있다[3-1-13]. 피로시험이 끝난 시편의 파면에서 Feritscope를 이용하여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를 측정한 결과 질소첨가에 의해서 소성유기 마르텐

사이트는 감소하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는 검출되지 

않았다. 결정입 크기에 따른 저주기 피로수명 변화를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질소에 의해서 감소된 결정입 크기 범위에서 저주기 피로수명이 약간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정입 크기가 저주기 피로수명에 향을 미치지만 

질소함량에 따라서 결정입의 크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므로 결정입 크기와 저주기 피로수명과의 거동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질소를 첨가하면 전위구조가 cell에서 planar로 변화되는데 planar한 전위

구조가 cell 전위구조보다 피로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3-1-1,3-1-7,3-1-8]. 질소첨가에 의해서 전위구조가 planar로 변화되는 것은 

질소가 단범위 규칙을 형성하여 강도를 증가시키고, 전위가 단범위 규칙에 

잡혀 있다가 증가된 응력에 의해 일단 단범위 규칙을 깨고 움직이면 작은 

응력으로서도 전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되고 있다[3-1-14]. 질

소함량이 0.15%에서는 전위구조가 planar한 형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질

소함량이 0.10%보다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것은 고온에서는 동적변형시효, 결

정입 크기,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피로강도의 증가 등의 조합에 의해서 발

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크리프 특성

각 질소함량, 600oC에서 부하하중에 따른 파단시간과 최소크리프속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Fig. 3-1-3에 나타내었다. 크리프 파단시간은 질소를 

첨가하면 증가하 다. 질소함량이 0.10%이상에서는 크리프 파단시간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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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크리프 파단시간이 2차 크리프구간에 의해서 소비

되기 때문에 2차 크리프구간의 크리프속도는 질소를 첨가하면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질소첨가에 의해서 파단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질소

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하여 최소크리프속도를 감소시키고 질소가 결정입계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크리프-피로 특성

크리프-피로시험을 600oC에서 각 변형범위에 따라 수행한 결과를 Fig. 

3-1-4에 나타내었다. 인장부분에 유지시간이 없는 순수한 피로수명보다 인장

부분에 10분간의 유지시간을 가한 크리프-피로수명이 1/5정도로 감소하 고, 

질소를 첨가하면 피로수명은 약 45%, 크리프-피로 수명은 약 25% 정도 증

가하 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크리프-피로 파괴는 입계의 석출물, 

삼중점, 슬립띠와 결정입계가 만나는 곳 등의 불연속부에서 cavity가 발생하

고 공공의 확산과 크리프 변형의 복합적인 효과에 의해서 cavity의 성장이 

진행되는데 cavity의 성장은 입계석출물의 크기와 간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15]. 따라서 결정입계에 석출한 탄화물에서 cavity가 형성되

어서 입계를 따라서 균열이 전파한다.

크리프-피로 시험은 최대인장변형 동안에 응력완화가 발생하고 이 응력완

화는 크리프변형을 일으켜 손상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질소는 크리프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응력완화를 감소시킨다[3-1-16]. 따라서 질소첨가에 

의한 크리프-피로 수명의 증가는 질소가 결정입계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하

고 응력완화를 감소시켜 소성변형을 억제하여 cavity의 생성과 성장을 억제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질소함량이 0.10% 이상에서 크리프-피로수명이 감

소하는 것은 질소함량 0.15%가 0.10%보다 결정입계 석출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3-1-17].

(마) 피로균열전파 특성

상온, 300oC, 600oC에서 질소함량에 따른 피로균열전파속도를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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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Fig. 3-1-5에 나타내었다. 피로균열전파속도가 300oC, △K=20 MPa․m1/2

에서 질소함량이 0.04%와 비교해서 0.06%는 35%, 0.10%와 0.15%는 54% 감

소하 다. 600oC, △K=20 MPa․m1/2에서 0.04%와 비교해서 0.06%는 6%, 

0.10%는 20% 감소하 고 0.15%는 0.10%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

서 질소를 첨가하면 피로균열전파속도는 감소하지만 질소함량이 0.10% 이상

일 때는 포화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피로수

명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피로균열전파속도에는 변형 중에 발생되는 마르텐사이트 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온도와 질소함량에 따라서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함량을 

XRD로서 측정한 결과 상온에서는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가 상당량 발생하

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그 함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600oC

에서는 거의 마르텐사이트를 관찰 할 수 없었다. 각 온도에서 질소를 첨가하

면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함량이 감소하 다.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는 피

로균열전파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3-1-18] 질소의 첨가에 따

라서 마르텐사이트가 감소하 기 때문에 피로균열전파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에 의한 것보다는 질소를 첨가에 의해서 전위구조가 

cell 구조에서 planar구조로 변화되어서 slip reversibility가 증가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바) 피로균열생성 특성

각 온도에서 질소함량에 따른 표면균열의 크기분포를 측정한 결과를 Fig. 

3-1-6에 나타내었다. 상온과 300oC에서는 균열의 수가 거의 비슷하지만 온도

가 600oC로 증가하면 균열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온도증가에 

따라서 표면피로균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고온에서 산화가 발생하여 결정

입계에서의 균열생성을 쉽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질소를 첨가하면 온도와는 관계없이 표면균열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고 질소량이 0.10% 이상에서는 대략 50 ㎛ 이하의 표면균열이 관찰되

었다. 교차슬립은 결정입계 근처에서 응력완화를 발생시켜 응력집중을 감소

시키지만 질소첨가는 전위구조를 planar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정입계에

서의 응력을 완화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표면균열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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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질소가 소성변형을 결정입계뿐만 아니라 결정입내로 균일하게 분포시키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 질소함량에 따른 결정립 크기의 변화

질소첨가에 따라서 결정립의 변화를 Fig. 3-1-7에 나타내었는데 질소함량

이 0.06% 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 결정립 크기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

결정립 크기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를 Fig. 3-1-8에 나타내었다. 결정립 

크기가 135 ㎛에서 38 ㎛로 감소함에 따라 항복강도 및 최대인장강도는 약 

10%정도 증가하 고 연신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립크기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Fig. 3-1-9에 나타내었다. 결정립이 

감소함에 따라서 피로수명이 변형범위에 따라서 3∼10% 범위의 증가를 나타

내는 것으로 보아서 질소첨가에 의한 결정립의 감소가 저주기 피로수명에 

미치는 향은 작다. 따라서 저주기 피로수명의 증가는 결정립보다는 전위구

조가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00oC에서 크리프 파단시간과 최소크리프속도가 결정립 크기에 따라서 변

화하는 것을 Fig. 3-1-10에 나타내었다. 각 하중에서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

면 파단시간은 결정립이 작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150 ㎛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질소첨가에 따른 결정립의 감소에 의한 

파단시간의 증가는 약 10% 정도이다. 따라서 크리프 파단시간의 증가에도 

질소첨가에 의해 발생된 결정립의 미세화의 향은 작다. 결정립이 커지면 

최소크리프 속도가 감소하다가 최소값을 나타내고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Garofalo에 의해서 보고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소크리프속도가 최소가 되는 결정립의 크기는 약 100㎛ 이

었다.

(자) 질소함량에 따른 석출거동

옥살산 시험 후 입계에 부식의 정도를 Fig. 3-1-11에 나타내었다. 부

식이 발생한 조직은 3종류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구분된다. 첫째,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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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가 검게 패여서 연결되어 있는 ditch 구조인데 (● 표시) 이것은 예

민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둘째 일부 입계가 드러나 있

으나 그 정도가 약하고 결정립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를 dual 

구조로 (Θ 표시) 약간의 예민화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셋째, 입계가 완

만하게 결정학적으로 패인 흔적이 관찰되기도 하 는데 이러한 상태는 

예민화 되지 않은 step 구조 (○ 표시)로 분류하여 예민화 특성을 판별

하게 된다. 예민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입계부식이 증가하 고 질소함량

이 증가할수록 입계부식 시간이 증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질소함량에서 시효처리 시간에 따른 DL-EPR 실험결과를 Fig. 

3-1-12에 나타내었다.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예민화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질소함량이 0.10%에서 예민화 저항성이 가장 높았고 

0.10% 이상에서는 질소함량의 증가에 따라서 예민화 저항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원자력용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화학조성 (wt%)

(나) 소둔처리 조건 : 1065∼1100oC

C S P N Ni Cr Mo Mn

≤0.025 ≤0.003 ≤0.03 0.09-0.11 10.0-14.0 16.0-18.0 2.0-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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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s (wt%).

Spec. 

ID
C Si Mn Ni Cr Mo N 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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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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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Tensile properties with nitrogen content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 (a) yield stress, (b) UTS, and (c)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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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Creep-fatigue life with nitrogen content at 600oC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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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Fatigue crack growth rate with nitrogen content at each 

temperature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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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Crack nucleation properties with 

nitrogen content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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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Low cycle fatigue life with grain size at 

600oC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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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Tensile stress with grain siz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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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Creep properties with grain size at 600oC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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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Oxalic test results and TTS curves with 

nitrogen content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Fig. 3-1-12. DL-EPR results with nitrogen content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aged at 7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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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간가공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 

   평가

원자력발전소 1차 경계부품중의 하나인 노내 구조물의 조립에는 많은 수

의 볼트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볼트들은 냉간 가공된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되고 있는데 유체의 흐름에 의한 고주기피로와 온도변화에 의해서 발생

하는 저주기피로 등에 의해 주로 손상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일차계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은 

고온에서 탄화물이 석출하여 입계부식 저항성을 감소시키므로 탄화물의 석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체화 처리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냉간가공에 의해서 탄화물 석출이 조장되지만 경수로의 가동조건은 300℃ 

정도로 낮기 때문에 탄화물의 석출에 의한 입계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온도

로 판단하여 노내 구조물의 체결을 위한 볼트들은 강도만을 고려하여 냉간

가공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온도가 증가하면 응력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냉간가공의 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노내 구조물의 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냉간 가공된 

스테인리스 강 볼트들의 파단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보고 되고 있고 볼트의 

파손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 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체

화 처리된 상태와 냉간 가공된 상태의 스테인리스 강 피로수명을 비교, 평가

하여 온도에 따라서 냉간가공이 피로수명에 미치는 향을 평가, 분석하고자 

한다.

(1)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304 및 316 스테인리스강은 용체화 처리된 판재(SA)와 봉

상시편을 14%, 11% 냉간가공(CW)한 것으로 화학조성은 Table 3-1-2에 나

타내었다. 인장시편은 직경이 6 mm이고 평행부가 25 mm인 봉상이었고, 피

로시편은 직경이 7 mm이고 평행부가 8 mm인 봉상이었다. 시험온도는 상온

에서 600oC까지 변화시켰고, 각 온도에서의 시편의 길이 방향의 온도편차는 

±2oC이내로 제어하 으며 시험은 모두 공기 중에서 수행하 다. 인장 및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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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완화시험은 변위제어로 수행하 고 응력완화시험은 0.625 mm, 2.125 mm, 

2.625 mm에서 10분간 유지하여 응력의 변화를 관찰하 다. 피로시험은 완전 

대칭인 삼각파로서 전체변형범위 0.8∼2.0 %의 범위에서 시험편에 직접 연신

율계를 부착하여 변형제어로서 시험하 다. 피로수명은 포화응력의 75 %되

는 사이클로 정의하 다. 인장과 피로시험의 변형속도는 2×10-3/sec 이었다. 

(2) 실험결과

(가) 인장특성

각 온도에 따라서 냉간가공이 인장특성에 미치는 향을 Fig. 3-1-13∼

Fig. 3-1-14에 나타내었다. 냉간가공은 모든 온도범위에서 항복강도와 인장

강도를 증가시켰지만 연신율을 감소시켰다. 

항복강도는 용체화 처리한 경우는 300oC 이상에서는 감소가 완만한데 비하

여 냉간가공을 하면 500oC까지는 완만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인장강도의 경우 600
oC까지는 냉간가공의 향이 높

게 나타나지만 700oC에서는 그 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장시험 곡선에서 가공경화지수를 냉간가공에 따라서 나타내면 Fig. 

3-1-15과 같다. 냉간가공은 가공경화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장시험 시 응력-변형곡선을 Fig. 3-1-16∼Fig. 3-1-17에 나타내었다. 

304의 경우는 동적변형시효가 600
oC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냉간가공의 경우

는 동적변형시효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316은 냉간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300
oC에서도 serration이 관찰되고 있으나 냉간가공을 한 경우는 

400oC에서 약간의 serration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냉간가공은 동

적변형시효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시험 전에 316의 전위 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3-1-18에 나타내었

다. 용체화처리보다 냉간가공을 하면 (200)면에서 최대강도의 1/2되는 곳에서

의 회절각의 폭이 증가하 다. 전위 도가 증가할 경우 X선 회절 peak에서 

broadening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냉간가공에 의한 line 

broadening은 전위 도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냉간가공에 

의한 전위 도의 증가는 인장강도의 증가와 일치한다. 냉간가공은 전위 도

를 증가시키므로 인장 시 이미 존재하는 전위들 외에 다시 전위들을 생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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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공경화지수가 냉간가공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적변형시효는 움직이는 전위와 그 주위로 이동하는 원소들의 상

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냉간가공하면 많은 전위들에 의해서 전위의 이

동이 둔화되므로 동적변형시효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응력완화 특성

응력완화 시험을 300oC와 600oC에서 수행한 결과를 Fig. 3-1-19에 나타내

었다. 300oC보다는 600oC에서 응력완화가 증가하 고 냉간가공에 의해서 응

력완화가 증가하 는데 300oC보다는 600oC에서 더 많이 증가하 다.

응력완화는 전위들의 소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전위 도가 높은 냉간 가

공된 시편이 응력완화가 많이 발생하 다. 

(다) 피로특성

각 온도에서 냉간가공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Fig. 3-1-20∼Fig. 

3-1-21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는 냉간가공에 의해서 피로수명이 증가하 지

만 300oC와 600oC에서는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변형범위 1%에서 피로시험후의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의 함량변화를 

Table 3-1-3에 나타내었다. 냉간 가공한 경우가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함

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00
oC에서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함량

이 급격히 감소하 고, 600oC에서는 냉간가공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각 온도에서 변형범위 1%에서 피로시험후의 전위구조를 관찰하여 Fig. 

3-1-22에 나타내었다. 용체화 처리한 경우와 냉간 가공한 경우 모두 planar

한 전위구조가 대부분이지만 약간의 cell 구조가 혼합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피로시험후 결정입계 탄화물 석출을 관찰한 것이 Fig. 3-1-23이다. 600
oC에

서는 결정입계에 용체화 처리와 냉간 가공한 경우 모두 탄화물이 석출하

다.

각 온도에서 변형범위 1.0%에서 피로 시험한 피로강도의 변화를 Fig. 

3-1-24에 나타내었는데 냉간가공에 의해서 피로강도가 증가하 다. 용체화 

처리한 경우 초기에 경화, 포화응력이 도달한 후 파단이 발생하고 초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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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서 포화응력은 

온도가 300oC에서는 감소하지만 600oC에서는 300oC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 경화가 발생하고 300oC보다 600oC에서 포화강도

가 높은 것은 동적변형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간가공을 하면 상온과 300oC에서는 초기에 경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계속 연화가 발생하다가 파단에 이르게 되고 600oC에서는 초기경화는 거의 

없고 연화없이 포화되다가 판단된다. 600oC에서의 포화응력이 300oC에서의 

포화응력보다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냉간가공에 의해서는 동적

변형시효의 발생이 억제되고 응력완화가 증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

피로강도의 증가에는 고용강화, 결정립 미세화, 동적변형시효, 석출강화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로시험후의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는 용체화 처리한 시편의 경우가 크

게 나타났고 고온에서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냉간가공에 의한 피로강도의 증가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에 의한 것은 아

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로강도의 증가에는 냉간가공에 의해서 증가된 전위 도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형범위 1.0%에서 316 피로시험 후 소성 변형량의 변화를 Table 3-1-4

에 나타내었는데 냉간가공에 의해서 소성 변형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전위 도의 증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전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

성변형이 감소하는 냉간가공의 경우가 상온에서 피로수명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고온에서는 소성 변형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피로수명이 감

소하는 원인은 냉간가공에 의해서 증가된 전위 도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응력완화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응력이 완화된 역으로 변형이 집

중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체화 처리한 경우는 응력완화가 작

기 때문에 피로에 의해서 발생한 전위와 소멸되는 전위가 평행을 이루어 포

화응력이 발생하지만 냉간가공의 경우는 피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위보다 

소멸되는 전위가 많기 때문에 계속 연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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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용체화 처리와 냉간 가공된 스테인리스강으로 각 온도에서 인장 및 저주

기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냉간가공에 의해서 인장강도는 증가하고 연신율과 가공경화지수는 감

소하 지만 응력완화는 증가하 다.

2) 냉간가공에 의해서 동적변형시효는 감소하 다.

3) 피로수명은 냉간가공에 의해서 상온에서는 증가하 지만 300oC와 

600oC에서는 감소하 다.

4) 피로시험에서 전위구조는 용체화 처리와 냉간가공의 경우 모두 planar

한 것에 cell 구조가 약간 혼합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5) 냉간가공에 의해서 상온에서는 피로수명이 증가하고 고온에서는 피로

수명이 감소하는 원인은 냉간가공에 의해서 증가된 전위 도의 감소로 

인한 응력완화와 소성변형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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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Chemical composition of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type 304 and 316 stainless steel (wt%).

C Si Mn P S Cr Ni Mo Cu N

SA304 0.045 0.406 1.688 0.03 0.001 18.23 8.155 - - 0.062

CW304 0.034 0.47 1.13 0.029 0.0036 18.38 9.08 0.29 0.44 0.026

SA316 0.05 0.58 1.26 0.032 0.001 16.77 10.75 2.06 0.026

CW316 0.063 0.41 1.51 0.029 0.001 17.03 10.83 2.20 - 0.012

Table 3-1-3. Strain induced martensite with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 of type 316 stainless steel (%).

Before test After LCF test at   △εt=1.0%

SA CW SA CW

0.38 0.33

RT 2.7 1.58

300℃ 0.7 0.25

600℃ - -

Table 3-1-4. Plastic strain after fatigue test at △εt=1.0% 

for type 316 stainless steel (%).

SA CW

RT 0.34 0.27

300oC 0.41 0.33

600oC 0.3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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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Tensile properties with temperatur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type 304 stainless steel ; (a) yield stress, (b) UTS, 

and (c)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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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Tensile properties with temperatur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type 316 stainless steel ; (a) yield stress, (b) UTS, and (c)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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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Strain hardening exponent with 

temperatur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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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Tensile curves for solution anneale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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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Tensile curves for cold worke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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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XRD peak before test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type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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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Stress relaxation at each displacement 

for solution treated and cold worked type 30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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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Stress relaxation at each 

displacement for solution treated and cold worked 

type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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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Low cycle fatigue lif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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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Dislocation structure tested at △εt=1%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type 316 stainless steel 

: (a) SA at RT, (b) SA at 600℃, (c) CW at RT, and (d) 

CW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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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Low cycle fatigue strength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type 316 stainless steel

 

Fig. 3-1-23. Carbide at grain boundary after test at △ε

t=1% and 600℃ for (a) solution annealed and (b) cold 

worked type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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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16NG 강의 용접부 기계적 특성 평가 및 향상 

경수로의 노내구조물과 배관, 액체금속로의 압력용기 등과 같은 오스테나

이트 스테인리스 강 구조물은 용접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오스테나이트 스테

인리스강은 용접성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온균열 감수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고온균열은 용접이 끝나는 시점에서 발

생하여 고온 저주기 피로수명을 현저히 감소시키므로 용접부의 피로특성이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의 수명을 제한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용접부의 고

온균열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용접부에 존재하는 페라이트 양인데 

용접부에 페라이트가 전혀 없으면 용접부 조직이 조대해지고 입계편석이 심

해져 오히려 고온균열 감수성이 증가하게 되고 페라이트 량이 지나치게 많

아지면 기계적 특성과 부식특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페라이트 거동은 용접봉의 조성, 페라이트 함량과 형태, 사용온도와 시간 등

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용접방법, 용접봉, 모재 등을 변화시키면서 용접한 316NG 스테인리스강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저주기 피로수명을 평가하여 모재에 비해서 수명이 감소하

는 원인을 페라이트 함량의 변화에 따라서 조사하고 용접부의 피로수명 개

선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실험방법

(가) 용접시편 제작

실험에 사용된 316NG 스테인리스강과 용접재의 화학조성을 Table 3-1-5

에 나타내었다. 모재는 1100℃에서 1시간 용체화 처리하여 수냉하 고 압연

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채취하 다. 용접시편의 경우는 평행부에 

용접부와 모재를 공존시켜 파단이 발생하는 부위를 관찰하고자 용접시편은 

모재의 압연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용접한 후 모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편

을 채취한 것이 횡방향(transverse direction)이고 용융부의 향만을 관찰하

고자 한 것이 길이방향(longitudinal direction)이다.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없

는 것은 횡방향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용접부와, HAZ부, 모재부의 크리프 특성을 비교 조사하기 위하여 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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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용접시편을 각각 채취하 다. Fig. 3-1-25와 Fig. 3-1-26은 길이방향

(longitudinal direction)과 용접방향에 직각방향인 횡방향 (transverse 

direction)의 시편 채취 단면을 보이는 것으로 크리프 시편은 완전용융부, 

HAZ부 (fusine line), 모재부에 대하여 용접방향 즉 길이방향으로 시편을 채

취하 다.   

용접방법은 피복 아크 용접(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보호

가스로 Ar 가스를 사용하여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Gas Tungsten Arc 

Welding, GTAW)과 보호가스로 Ar과 N2의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GTAW 방

법으로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Submerged Arc Welding, SAW) 등으로 

용접방법을 변화시켰다. 용접시 사용된 용접봉의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용

접봉을 308L과 316L로 변화시켰다. 용접에 사용된 모재의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질소의 함량 0.10%∼0.15%까지 변화시킨 강

을 사용하 다.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조건을 Table 3-1-6에 나타내었다.

용접부의 질소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Fig. 3-1-27에 나타내었다. 

6C15(GTAW+N) 용접시편의 경우 0.13% N로 가장 많은 질소함량을 보 으

며, 반면에 6C14(GTAW) 용접시편이 0.036% N로 가장 적은 질소함량을 나

타내었다.

(나) 실험조건

고온 인장 시험은 상온∼700℃의 공기 분위기에서 변형속도 2×10-3/sec의 

변위 제어로 Instron 4505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고온 인장 시편의 형상은 

평행부 길이가 25 mm이고 직경이 4 mm인 봉상 시편을 사용하 고 용접시

편의 경우 용접부가 평행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제작하 다. 

응력 완화 시험은 300℃ 및 600℃, 공기 중, 각각의 세 가지 변형량 (0.625 

mm, 2.125 mm, 2.625 mm)에서 유지시간 10분, 변형속도 2×10
-3/sec의 변위 

제어로 Instron 4505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응력 완화 시편의 형상은 고온 

인장 시편과 동일하게 제작하 다. 

저주기 피로 시험은 상온∼600℃, 공기 중, 전체변형범위 0.8∼1.5%, 변형

속도 2 × 10-3/sec, 완전역전 삼각파의 조건으로 시편에 Extensometer를 직

접 부착하여 변형률 제어로서 Instron 8502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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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시편의 형상은 평행부 길이가 8 mm이고 직경이 7 mm인 봉상 시편을 

사용하 으며 용접시편의 경우 평행부에 용접부와 모재가 공존하도록 제작

하 다. 피로수명은 포화 응력의 75%되는 사이클로 정의하 다. 모든 시험은 

공기  중에서 수행하 으며 시험기간 중 온도편차를 ±2℃ 이내로 제어하

고 온도의 균일함을 얻기 위하여 시험온도에서 1시간 유지한 후 시험을 수

행하 다. 

미세조직 및 파면 관찰은 광학현미경(OM) 및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사

용하여 수행하 으며 미세조직 관찰을 위하여 시편의 표면을 #220 연마지부

터 0.05 μm Al2O3 까지 차례로 연마하고 에칭한 후 관찰하 다. 에칭용액은 

60% HNO3 + 40% H2O 용액을 사용하 으며 시편을 음극으로 사용하여 전

압 1.3∼1.4V, 전류 도 30 mA/cm2 로 60∼70 sec 정도 전해 에칭하 다. 또

한 피로 시험한 시편에 대해 탄화물, 시그마상 등의 석출물을 관찰하기 위하

여 칼라 에칭을 수행하 다. 에칭용액으로는 30g KOH + 30g K3[Fe(CN)6] + 

150 ml H2O의 Murakami's reagent를 사용하 으며, 90℃에서 15초정도 에

칭하 다. 칼라에칭한 시편의 경우 오스테나이트(γ)는 light grey, 델타페라이

트(δ)는 dark grey, 시그마(σ)상은 brownish red, 탄화물은 검게 나타난다.

(2) 실험결과

(가) 인장특성

각 모재에서 용접방법에 따른 인장특성의 변화를 Fig. 3-1-28∼Fig. 

3-1-40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모재와 온도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

만 용접시편의 항복강도가 모재에 비하여 증가하 지만 최대인장강도는 용

접한 경우가 모재보다 감소하거나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신률은 

모재에 비해 용접시편이 크게 감소함을 보 다. 가공경화지수는 모재보다 용

접한 경우가 감소하 다. 

항복강도는 GTAW와 SMAW가 SAW보다는 증가하 지만 최대인장강도

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신율은 SAW가 GTAW나 SMAW보다 다소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장강도는 용접방법, 온도조건, 모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용접시편의 경우가 모재에 비해 항복강도는 증가하고, 연신률은 크게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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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용접 시 생성된 잔류 δ-페라이트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1-1

9∼3-1-20].

Fig. 3-1-41은 SMAW 방법에서의 가로 및 길이방향의 용접강도를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길이방향의 시편의 강도가 가로방향 시편에 비하여 다

소 높은 높은 강도값을 보인다. Fig. 3-1-42는 SMAW 및 GTAW 방법에 대

한 연신율의 변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 및 길이 방향의 연신율은 강

도가 높았던 GTAW에 비해 SMAW 방법이 반대로 다소 높은 연신율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길이방향의 시편이 가로방향 시편에 비해 높은 강도 및 

연신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응력 완화 특성

용접방법 변화에 따른 응력완화특성을 Fig. 3-1-43과 Fig. 3-1-44에 나타

내었다. 시험온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재에 비해 용접시편의 응력완화 

값이 증가하 다.

300℃에서는 SMAW 용접시편이 가장 큰 응력완화를 보이고 있고, 

GTAW+N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600℃에서는 GTAW 용접시편이 

가장 큰 응력완화를 보 으며 GTAW+N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다) 피로특성

각 모재시편에서 용접방법에 따른 저주기 피로수명의 변화를 Fig. 3-1-45 

∼Fig. 3-1-55에 나타내었다.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재에 비

해 용접시편의 피로수명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용접시편의 경

우 피로파단은 용접부에서 발생하 다. 

모재에 대한 용접시편의 피로수명 감소 폭은 상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으며 600℃와 300℃에서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GTAW+N 용접

방법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고 GTAW, SMAW, SAW 용접법은 피로수

명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고온에서는 SAW의 피로수명이 약간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모재시편과 용접시편의 저주기 피로 시 피로 사이클 진행에 따른 최대인

장응력의 변화를 각 온도에서 전체변형범위 1.0% 조건으로 실험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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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Fig. 3-1-56∼Fig. 3-1-64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온도 조건에서 모

두 최대인장응력이 용접시편의 경우 모재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용

접시 용접부에 생성된 잔류 δ-페라이트에 의해 전위 이동이 방해받고 변형

이 억제되어 모재보다 강도는 증가하고 연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

해 동일한 변형량을 얻기 위해서는 오스테나이트(γ) 단일상인 모재보다 더 

큰 응력진폭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1-20].

상온의 경우 모재와 용접시편 모두 피로초기에 반복경화상이 나타나고 사

이클이 진행될수록 반복연화현상을 보인 후 점차로 일정응력으로 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파단 근처에서는 응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피로 초기의 경

화는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생성 및 전위집적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된다 [3-1-20∼3-1-22].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반복변형 시 소성변

형에 의해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3-1-21∼

3-1-25]. 300℃에서는 용접시편의 경우 반복경화 정도가 다소 적게 나타날 

뿐, 상온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에 모재의 경우 피로초기에 반

복경화현상을 보인 후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점차로 일정 응력으로 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600℃에서는 모재의 경우 피로초기에 많은 양의 반복

경화현상을 보이고 점차 일정응력으로 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로초기의 경화는 동적변형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26∼3-1-28]. 

각 온도에서 용접에 의해서 피로강도는 증가하지만 용접방법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상온과 300℃에서는 모재와 용접부의 거동이 비슷하고 모

재의 조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다. 600℃에서는 SAW 용접시편은 초기

에 경화가 발생하고 포화응력에 도달하는 모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용접시편은 피로초기에 거의 경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저주기 피로시험 결과 용접시편의 경우 모재에 비해 피로수명은 현저히 

감소하고 피로 시 사이클 진행에 따른 최대인장응력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용접부에 존재하는 페라이트, 전위 도의 증가, 취성의 석출물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19]. 용접부에 존재하는 페라이트는 

용접 후 냉각 시 발생하는 δ 페라이트와 소성변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성

유기 마르텐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페라이트가 용접시편의 저주기 피로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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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저주기 피로시험 전･후에 시편을 각각 채취하

여 feritscope를 이용해 용접부의 페라이트 함량 변화를 측정하 다. 

각 온도에서 저주기 피로시험 후 용접부의 파단면에서 측정한 페라이트 

함량을 Fig. 3-1-65∼Fig. 3-1-67에 나타내었는데 괄호 안의 수치는 피로시

험 전･후의 페라이트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상온의 경우 GTAW 용접시

편의 페라이트 함량이 가장 많았으며 GTAW+N 용접시편이 가장 적은 함량

을 나타내고 있다. 페라이트 변화량 역시 GTAW 용접시편이 가장 많이 증

가하 으며 GTAW+N 용접시편이 가장 적은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용

접에 의해서 페라이트 함량이 증가하 으며 변형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페라

이트 변화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페라이트 함량증가

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반복 변형 시 생성되는 변형유기 마르텐사

이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1-23∼3-1-25]. 300℃에서는 SMAW과 

GTAW가 거의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지만 SMAW용접시편의 페라이트 함량

이 가장 많았고 GTAW+N 용접시편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페라이트 변화량

은 SAW 용접시편이 약간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SMAW와 GTAW 용접시

편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GTAW 용접시편이 SMAW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은 페라이트 함량 감소를 나타내었다. 600℃의 경우 페라이

트 함량은 SMAW 용접시편이 가장 많았으며 SAW 용접시편에서 적게 나타

나고 있다. 페라이트 변화량은 GTAW 용접시편이 가장 많은 감소를 보 으

며 SAW 용접시편이 가장 적은 감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용접시편 모

두 상온에서와는 달리 페라이트 함량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변형

률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페라이트 변화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δ-페라이트는 550℃이상의 온도에서 상변태에 의해 시그마(σ)상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3-1-29∼3-1-31] 페라이트 함량 감소는 δ-페라

이트의 상변태에 의한 시그마(σ)상의 석출과 δ-페라이트의 network 깨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페라이트 함량 변화와 피로 수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온의 경우 용접

시편 모두 페라이트 함량이 증가하 는데 이는 반복 변형 시 생성된 변형유

기 마르텐사이트에 의한 것이며, 이렇게 생성된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는 재

료의 강도 증가 및 연성 감소를 유발하여 반복 피로 시 반복경화현상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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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3-1-21∼3-1-22] 균열 생성 및 전파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피로수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3-1-32]. 페라이트 증가량 즉, 변형유기 마르텐

사이트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GTAW+N 용접시편의 피로 수명이 가장 우

수하 으며 전반적으로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함량이 높을수록 낮은 피로

수명을 나타내었다. 600℃의 경우 용접시편 모두 페라이트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온에서 δ-페라이트의 시그마(σ)상 변태에 기인

한 것이며, 이렇게 생성된 시그마(σ)상은 재료의 강도 증가 및 연성 감소를 

초래하고 [3-1-29∼3-1-31], 균열전파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피로수명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3-1-20]. 페라이트 감소량 즉, 시그마(σ)상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SAW와 GTAW+N 용접시편의 피로수명이 우수하 으며 

시그마(σ)상 함량이 많은 SMAW와 GTAW 용접시편의 경우가 낮은 피로수

명을 나타내고 있다.

피로수명에는 피로시험 동안에 발생하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와 용접 

중에 생기는 델타페라이트가 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질소를 첨가하여 페라이트 함량을 감소시킨 

용접시편으로 피로수명을 측정한 결과를 Fig. 3-1-68에 나타내었다. 상온과 

600℃에서 GTAW 보다는 GTAW+N의 경우의 피로수명이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이유는 GTAW+N의 경우는 용접봉을 316L을 사용하고 질소를 첨가하

여 오스테나이트를 안정화시켜 초기 델타페라이트와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의 변화를 억제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라) 용접부의 경도변화 

저주기 피로시험 전후에 Vickers Hardness Tester를 이용해 측정한 용접

시편의 위치에 따른 경도 변화를 각각의 온도 조건에 대하여 Fig. 3-1-69∼ 

Fig. 3-1-72에 나타내었다.

δ-페라이트 함량이 많은 SMAW와 GTAW 용접시편이 상대적으로 δ-페

라이트 함량이 적은 SAW 용접시편에 비해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저

주기 피로시험 후에는 파단면 부근에서의 경도 값은 증가하는데 이것은 파

단면 부근에서의 페라이트 변화량 즉,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함량과 전위

도가 증가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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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크리프 시험 결과 

Fig. 3-1-73은 316LN강의 550oC 및 600oC에서 여러 응력의 크리프 시험

으로부터 얻은 용접부 (SAW)와 모재간의 크리프 응력에 대한 크리프 파단

시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재부가 용접재에 비해 약간 좋은 강도치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용접부는 모재부와 거의 비슷한 파단 강도 수명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용접재료로 사용한 Y316의 성분

계가 18%Cr-12%Ni 성분계를 갖는데 Mo를 함유해 고온크리프 특성이 요구

되는 내열재료의 용접에 적합한 재료로서 좋은 크리프 특성을 그대로 유지

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당실에서 개발한 316LN 강과 일본에

서 고속 증식로용으로 개발한 316FR강에 대하여 600oC에서의 크리프 수명을 

비교한 결과 거의 같은 파단수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74는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모재와 용접재에 대하여 비교한 

것으로 모재에 비해 용접재가 다소 낮은 크리프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크리프 파단 연신율도 Fig. 3-1-75에서 보이는 것처럼 용접재

가 모재에 비해 낮은 연신율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용접재에서의 크리프 속

도가 모재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은 크리프 속도에 향을 주는 크리프 연

신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크리프 수명에는 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실에서 개발한 316LN강과 일본의 316FR강과의 

600
oC에서의 크리프 속도를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보 으나, 크리

프 파단 연신율에서는 316FR 강이 다소 높은 파단 연신율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3-1-76은 모재와 용접재에 대하여 파단시간과 크리프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Monkman-Grant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크리프 속도에서 

파단 수명을 비교하여 보면 모재부가 용접부에 비하여 높은 수명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크리프 파단시간에 대하여 크리프 속도는 모

재부의 크리프 속도가 용접재에 비하여 빠르기 때문에 결국 용접재의 연신

율이 모재에 비하여 좋지 않다는 의미를 준다. 그리고 600oC의 경우는 동일

한 크리프 속도에서 모재와 용접재의 파단시간 차이가 크나 550oC의 경우는 

모재와 용접재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효과에 의하여 모재와 용접재의 크리프 속도차이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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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발생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모재부와 완전 용용부인 용접부 시편 (SMAW와 GTAW)과의 크리프 파

단 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Fig. 3-1-77에 나타내었다. 용접부는 모재부에 비

해 크리프 수명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과를 보이고 있다. GTAW 및 SMAW 

두 가지 방법별에 대하여는 크리프 파단수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시험결과 데이터에 있어서 scattering이 매우 심한 결과를 보

다. 용접부에서의 이러한 이유는 용접 재료인 308L은 모재의 316LN강보다 

강도가 낮기 때문이며, 이외 용융공정에 의하여 기지 내에 여러 결함들을 유

발하기 때문에 크리프 강도의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용접부의 미세조직 및 파면 관찰

모재 시편과 용접시편에 대하여 고온 인장시험 및 저주기 피로시험 후 광

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및 파단면을 관찰

하 다.

6C14 용접시편에 대하여 고온 인장시험 후 온도에 따른 파단부의 미세 

조직을 Fig. 3-1-78에 나타내었다. SMAW, GTAW 용접시편의 파단부를 살

펴보면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79∼Fig. 

3-1-81은 저주기 피로시험 후 모재시편과 용접시편의 온도에 따른 파단부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6C14 모재 시편의 경우 각 온도에서 유사한 미

세조직을 보이고 있으며, 파단부에서는 모두 균열 전파가 전반적으로 입내파

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용접시편의 경우 모든 온도에서 파단이 용접부에

서 일어났다. SAW 용접시편의 경우 600℃에서는 다른 용접시편과 마찬가지

로 용접부 파단을 나타내는 반면에 상온에서는 파단이 모재부에서 발생하

다. Fig. 3-1-82∼Fig. 3-1-85는 피로파단 후 용접시편의 용접부, 열 향부

(HAZ), 모재부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상온에서는 4종의 용접시편의 경우 모

두 열 향부의 계면부분은 면상응고 조직으로 일방향 응고조직을 나타내고 

있지만 열 향부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용접부는 4종의 용접시편의 

경우 모두 방향성 응고 조직인 수지상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지상정의 

경계에서 δ-페라이트가 관찰되고 있다. SMAW와 GTAW 용접시편의 경우 

많은 양의 δ-페라이트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페라이트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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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W 용접시편의 경우 약 23.95%정도의 함량을 보 으며 SMAW 용접시

편의 경우 약 16.43%정도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600℃에서는 4종의 용접시편 

모두 상온에서와 유사한 미세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접부의 경우 상온

에 비해 적은 양의 δ-페라이트가 관찰되었다. 페라이트의 함량을 측정한 결

과 SMAW 용접시편의 경우 약 11.3% 정도의 함량을 보 으며 GTAW 용

접시편의 경우 약 9.13%정도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SAW 용접시편의 경우 

각각 약 3.99%∼1.48%정도의 매우 적은 페라이트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550℃ 이상의 온도에서는 δ-페라이트의 상변태에 의해 시그마(σ)상

이 석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29∼3-1-31]. 시그마(σ)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600℃에서 피로시험 한 GTAW 용접시편에 대해 Murakami's 

reagent로 칼라 에칭한 미세조직을 Fig. 3-1-86에 나타내었다. 붉은 갈색의 

시그마(σ)상 및 짙은 회색의 δ-페라이트와 밝은 회색의 오스테나이트가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시그마(σ)상이 오스테나이트와 δ-페라이트의 경계에서 생

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1-86(b)는 SEM으로 관찰한 Fig. 

3-1-86(a)의 back scatter image를 나타낸 것이며 각 상에 대하여 SEM에 

부착된 EDS 분석 결과 시그마(σ)상의 경우 27∼28% Cr, 오스테나이트의 경

우 19∼20% Cr 함량을 나타내었다.  

저주기 피로시험 후 파단면의 전체적인 사진과 확대한 것을 Fig. 3-1-87 

∼Fig. 3-1-90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는 6C14 모재 시편의 경우 표면에서 

균열이 생성되어 내부로 전파되는 전반적으로 균일한 형태의 파면을 나타내

고 있으며 균열전파는 입내파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용접시편의 경우 또한 

균열전파는 전체적으로 입내파괴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균열들이 표면의 여러 부위에서 생성되어 전파되는 양상을 보

이며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성, 전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SMAW 용접

시편의 경우 고온균열로 보이는 용접 결함에서 균열이 생성되어 전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600℃에서는 6C14 모재 시편의 경우 상온에 비해 많은 수

의 균열생성장소가 관찰되었고, 균열이 표면의 여러 부위에서 생성되어 내부

로 전파되다가 갑자기 파단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균열 전파는 입내파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용접시편의 경우 또한 상온에 비해 많은 수의 균열생

성장소가 관찰되었으며, 표면의 여러 부위에서 균열이 생성되어 전파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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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이며 균열 전파는 입내파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재시편과 

용접시편의 경우 모두 striation의 간격이 상온에 비해 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600℃에서의 균열 전파 속도가 상온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91은 600oC에서의 크리프 시험 응력별 SEM 파면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크리프 파면은 스테인리스강의 모재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

는 입계파괴(intergranular fracture) 양상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스테인

리스강의 모재 파면과 완전히 다른 주조조직을 보 다. 이것은 용접공정에 

의하여 주조와 같은 용융조직으로 주조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80 MPa의 높은 응력에서는 벽개파괴 파싯트(cleavage facet)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낮은 응력 조건에서도 입계파괴가 아닌 고온 인장시험에서

나 볼 수 있는 연성 파괴면이 관찰되었다.    

(3) 결론

6C14, 6C15, 6N34의 type 316NG 스테인리스강으로 SMAW, GTAW, 

SAW등의 용접방법으로 용접하여 고온 인장 및 저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접에 의해서 항복강도는 증가, 최대인장강도는 비슷, 연신율은 감소

하 다. 

2) 용접방법에 따라서 인장강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연신율은 다소 차

이가 발생하 다.

3) 응력완화는 용접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용접방법에 

따라서   600℃에서 GTAW가 가장 크고 GTAW+N이 가장 작게 나

타났다. 

4) 피로수명은 용접에 의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용접방법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GTAW+N의 경우가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5) 용접에 의해서 피로강도는 크게 증가하 고 온도에 관계없이 연화가 

발생하 다. 

6) 용접에 의해서 페라이트 함량이 증가하 고 600℃에서는 σ이 석출하

여 피로수명의 감소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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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페라이트 함량을 감소시킨 GTAW+N 용접방법이 우수한 피로특성을 

보 기 때문에 용접부의 피로수명 감소는 용접부에 존재하는 페라이트

의 함량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모재부와 완전 용용부인 용접부 시편 (SMAW와 GTAW)과의 크리프 

파단 시간을 비교한 결과 용접부는 모재부에 비해 크리프 수명이 현저

히 떨어지고 결과를 보 다. GTAW 및 SMAW 두 가지 방법별에 대

하여는 크리프 파단수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험결과 데이터에 있어서 scattering이 매우 심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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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s and weld metals 

(wt.%).

Mater. Spec. ID C Si Mn P S Cr Ni Mo N B

316NG 

base 

metal

6C14 0.034 0.47 1.72 0.023 0.0012 18.09 11.5 2.71 0.15 0.0023

6C15 0.022 0.53 0.57 0.02 0.001 17.69 10.6 2.61 0.11 -

6N34 0.022 0.7 1.01 0.029 0.005 17.15 12.3 2.35 0.10 0.003

Weld 

metal

E308L 0.03 0.60 1.4 0.018 0.008 20.4 9.9 - - -

ER308L 0.02 0.32 1.9 0.018 0.008 20.6 10.2 - - -

E316L 0.02 0.39 1.87 0.018 0.008 18.6 11.8 2.2 - -

Table 3-1-6. Conditions of welding process.

Welding 

process

Weld 

metal

Welding 

current

(A)

Arc 

voltage

(V)

Welding 

speed

(cm/min)

Welding 

pass

Rod 

diameter

(mm)

Shield gas

SMAW E308L 110-123 18-20 12-13 68th 4.0 -

GTAW

ER308L 110-115 13-14 9-10 68
th

2.4 Ar2

E316L 80-140 10-16 8-15 68th 2.0
Ar2 +

1vol.%N2

SAW E316L 450-550 32-34 40 2th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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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Cutting of tensile and creep specimens of 

welding part along longitudinal direction. 

 

Fig. 3-1-26. Cutting of tensile and creep specimens of weld 

region along transvers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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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8. Tensile strength of 6C14 base metal and 

weldments.

0 200 400 600 8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 200 400 600 8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UTS(BASE)
 UTS(SMAW)
 UTS(GTAW)

6C14

S
tre

ng
th

 (M
P

a)

Temperature(oC)

 YS (BASE)
 YS (SMAW)
 YS (GTAW)

Fig. 3-1-27. Nitrogen contents in weld metals aft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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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Elongation of 6C14 base metal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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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6C14 base metal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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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Tensile strength of 6C15 base metal and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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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Elongation of 6C15 base metal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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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6C15 base 

metal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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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Tensile strength of 6N34 base metal and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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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Elongation of 6N34 base metal and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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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6.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6N34 base metal 

and weldment.



- 88 -

0 200 400 600 800
0

100

200

300

400

500

Y
ie

ld
 s

tre
ng

th
 (M

P
a)

Temperatur(OC)

 6C14weld(SMAW)
 6C14wled(GTAW)
 6C15weld(SAW)
 6C15weld(GTAW+N)
 6N34weld(SAW)

Fig. 3-1-37. Yield strength for base met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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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38. Ultimate tensile strength on five kinds of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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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9. Elongation on five kinds of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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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0. Strain hardening exponent on three kinds of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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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SMAW method. 

Fig. 3-1-42.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SMA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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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5.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R.T. for base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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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6.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R.T. for base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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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7.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R.T. for base 

metals and weldments of 6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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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8.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R.T. for base 

metals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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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300℃ for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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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0.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300℃ for base 

metals and weldments of 6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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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300℃ for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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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600℃ for base 

metals and weldments of 6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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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600℃ for base 

metals and weldments of 6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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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4.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600℃ for base 

metals and weldments of 6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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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5.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600℃ for base 

metals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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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6.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R.T.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of 6C14.



- 98 -

100 101 102 103 104
0

100

200

300

400

500

600

Te
ns

ile
 p

ea
k 

st
re

ss
(M

P
a)

Cycles to failure(N)

 6C15weld(SAW)
 6C15weld(GTAW+N)
 6N34weld(SAW) R.T,  ∆εt=1.0%

Fig. 3-1-57.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R.T.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of 6C15 

and 6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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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8.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R.T.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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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9.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300℃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of 6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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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0.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300℃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of 6C15.



- 100 -

100 101 102 103 104
0

100

200

300

400

500

300oC,  ∆εt=1.0%

Cycles to failure(N)

Te
ns

ile
 p

ea
k 

st
re

ss
(M

P
a)

 6C14base
 6C14weld(SMAW)
 6C14weld(GTAW)
 6C15base
 6C15weld(SAW)
 6C15weld(GTAW+N)

Fig. 3-1-61.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300℃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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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2.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600℃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of 6C14.



- 101 -

100 101 102 103 104
0

100

200

300

400

600oC,  ∆εt=1.0%

Cycles to failure(N)

Te
ns

ile
 p

ea
k 

st
re

ss
(M

P
a)

 6C15base
 6C15weld(SAW)
 6C15weld(GTAW+N)
 6N34weld(SAW)

Fig. 3-1-63.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600℃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of 6C15 

and 6N34.

100 101 102 103 104
0

100

200

300

400

600oC,  ∆εt=1.0%

Cycles to failure(N)

Te
ns

ile
 p

ea
k 

st
re

ss
(M

P
a)

 6C14base
 6C14weld(SMAW)
 6C14weld(GTAW)
 6C15base
 6C15weld(SAW)
 6C15weld(GTAW+N)
 6N34weld(SAW)

Fig. 3-1-64. Tensile peak stress variation with fatigue cycling 

at 600℃ and Δεt = 1.0%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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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cycle fatigue test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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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6. Ferrite content on weld zon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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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7. Ferrite content on weld zon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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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9. Hardness with distance from fusion line on four 

kinds of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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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0. Hardness with distance from fusion lin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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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1. Hardness with distance from fusion lin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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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2. Hardness with distance from fusion lin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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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3. Applied stress vs. time to rupture for welded and 

base materials of 316LN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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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4.  Steady state creep rate vs. stress for welded and 

base materials of 316LN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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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5. Rupture elongation vs. stress for welded and 

base materials of 316LN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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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6. Rupture time vs. steady state creep rate 

for welded and base materials of 316LN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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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7. Comparison of creep-rupture time for GTAW and 

SMAW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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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R.T

 

300℃                                  300℃

 

600℃                                  600℃

(a) 6C14(SAMW)                     (b) 6C14(GTAW)

Fig. 3-1-78. Micr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 of 6C14 weldments 

after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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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T

(b) 300℃

(c) 600℃

Fig. 3-1-79. Microstructure of 6C14 base metal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Δε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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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R.T

 

300℃                                  300℃

 

600℃                                 600℃

(a) 6C14(SMAW)                      (b) 6C14(GTAW)

Fig. 3-1-80. Micr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Δεt = 1.0% for 6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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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R.T

                 300℃

 

600℃                                  600℃

(c) 6C15(SAW)                      (d) 6N34(SAW)

Fig. 3-1-81. Micr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Δεt = 1.0% for 6C15 and 6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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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Weld

 

Heat affected zone (HAZ)             Heat affected zone (HAZ)

 

Base metal                          Base metal

(a) 6C14(SMAW)                    (b) 6C14(GTAW)

Fig. 3-1-82. Microstructur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R.T and Δεt = 1.0% for 6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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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Weld

 

Heat affected zone (HAZ)             Heat affected zone (HAZ)

 

Base metal                        Base metal

(c) 6C15(SAW)                   (d) 6N34(SAW)

Fig. 3-1-83. Microstructur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R.T and Δεt = 1.0% for 6C15 and 6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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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Weld

 

Heat affected zone (HAZ)             Heat affected zone (HAZ)

 

Base metal                         Base metal

(a) 6C14(SMAW)                    (b) 6C14(GTAW)

Fig. 3-1-84. Microstructur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600℃ and Δεt = 1.0% for 6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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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                                Weld

 

Heat affected zone (HAZ)             Heat affected zone (HAZ)

 

Base metal                         Base metal

(c) 6C15(SAW)                    (d) 6N34(SAW)

Fig. 3-1-85. Microstructure of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600℃ and Δεt = 1.0% for 6C15 and 6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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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cal micrographs

  

(b) SEM micrographs

Fig. 3-1-86. Micrographs showing sigma(σ) phase in 6C14 weldment 

(GTAW)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600℃ and Δε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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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ion (crack origin)                A region (crack origin)

    

B region                             B region

       (a) 6C14 Base metal               (b) 6C14 weldment(SMAW)

Fig. 3-1-87. SEM fract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R.T and Δεt = 1.0% for 

6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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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gion                              B region

    (c) 6C14 weldment(GTAW)            (d) 6C15 weldment(SAW)

Fig. 3-1-88. SEM fract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R.T and Δεt = 1.0% for 

6C14 and 6C15.

A region (crack origin) A region (crack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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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ion (crack origin)                A region (crack origin)

    

B region                              B region

       (a) 6C14 Base metal              (b) 6C14 weldment(SMAW)

Fig. 3-1-89. SEM fract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600℃ and Δεt = 1.0% for 

6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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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ion (crack origin)                A region (crack origin)

    

B region                              B region

    (c) 6C14 weldment(GTAW)            (d) 6C15 weldment(SAW)

Fig. 3-1-90. SEM fract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 for base metal 

and weldments after low cycle fatigue test at 600℃ and Δεt = 1.0% for 

6C14 and 6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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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1. Creep fractrographs of 316LN SS with different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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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4NG, 316NG, FMS강의 조사특성 

가. 스테인리스강의 중성자조사 시험 및 평가 

(1) 중성자 조사 시험 내용 및 일정 

중장기 1단계에서 수행한 1차 시험은 00M-01U 캡슐에서 원자력급으로 

개발한 노내 구조물 재료인 316NG, 304NG 스테인리스강 시편을 각 10개씩 

총 20개를 장입하여 320oC에서 조사선량을 1.8 x 1020 n/cm2 (E > 0.1 MeV) 

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조사 자료를 처음으로 수행한바 있다. 본 과제 2

단계 1차 년도에서는 2차 시험으로 00M-03K 캡슐에 원전 노내 구조물 보관

재인 304YG ( 광5/6호기), 304UC (울진(5/6호기), 상용재 321SS, 포철시제

품 304NG 및 316DK (대경회사에서 후처리), 당 실에서 개발한 소재 

316NG/304NG와 Cr-Mo(HT-9강) 강의 원자력급 8종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총 100개 시편을 제작하여 하나로 IR2 시험공에 24 MW의 출력으로 11일 

동안 320oC에서 약 2.0 x 1020 n/cm2 (E > 0.1 MeV) 조사량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조사특성 자료를 얻었다. 

그리고 2003년도에서는 2차 시험에 이은 3차 조사시험으로서 Table 

3-1-19에 보인 것처럼 원전 노내 구조물 재료인 304NG, 316NG, 321, 

316DK 및 보관재(archive)인 304YG, 304UC 강과 Cr-Mo강 계열의 FMS강

으로서 총 100개의 시편을 제작하고 02M-05U캡슐에 장입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시험은 2003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14일간 24 

MW 출력의 하나로 CT 시험공에서 1차 조사시험을 수행하 으며(약 336 

MWD),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15일간 24 MW 출력의 하나로 

CT 시험공에서 2차 조사시험을 하여 총 29일간 (총 696 MWD) 실시하 다.

02M-05U 캡슐 내에 장입 조사된 시편은 방사능 냉각 및 작업자의 방사

능 피폭 안정 측면을 고려하여 일단 하나로 작업수조에 1개월 이상 보관하

여 방사능 냉각처리를 수행 후 방사능 안전성을 평가/확인한 다음 절단하여 

이송용 캐스크에 넣어서 조사후시험시설로 이송․해체하 다. 현재 IMEF에

서의 인장시험은 50개 시편에 대하여 일부 수행되었으며 나머지 시편은 

2005년 3월 중순부터 수행할 일정으로 잡혀있다. 

3차 조사시험에서의 조사조건은 320
oC에서 조사량을 7.0 x 1020 n/cm2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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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폭 높인 것으로 조사시험의 요구조건 및 시편정보를 Table 3-1-19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조사시험의 결과는 Table 3-1-20에 요약 정리한 

것처럼 조사량 및 조사온도의 희망 조건에 대하여 다소 낮은 값이지만 조사

시험이 잘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량의 경우 희망값인 7.0 x 1020 

n/cm2에 대하여 약 2.0∼3.0 x 1020 n/cm2 범위의 값을 얻었으며, 조사온도의 

경우 320±10oC에 대하여 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 다. 이러한 이유

는 02M-05U 캡슐은 여러 재질의 시편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재질의 

시편이라도 캡슐 내 단 위치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보고서에서는 00M-03K 갭슐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304NG 

및 316NG, 포철 상용소재 316LN(이하 316DK로 표기), 울진 5/6호기(304UC)

와 광 5/6호기(304YG) 보관재(archive), 상용 321SS의 6종에 대하여 조사 

인장특성 결과를 기술한다. 

 

(2) 00M-03K 계장캡슐 및 조사시험 

(가) 계장갭슐  

연구용 원자로의 조사공에 시편을 장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사 캡슐

은 엄격한 계산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고 시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계장캡슐(instrumented irradiation capsule)이 사용된다. 계장 캡슐의 온

도를 올리는 데는 우선적으로 내부 시편의 고 에너지 방사선에 의한 감

마 heating을 주 열원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방사선의 세기가 캡슐의 전

체에 걸쳐 완전히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온도 구배가 생긴다. 

따라서 이를 잘 예측하여 시편의 배치를 조절하고 시편과 캡슐 외면간의 

간격 및 캡슐의 진공도 등을 조절함으로서 일차적으로 비교적 균일한 온

도 분포를 얻게 된다.  또한 계장 캡슐에는 여러 단으로 이루어진 가열장

치가 장착되어 부분적인 온도조절이 가능하며 각 부위에서의 온도 및 조

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열전대 및 조사량 측정 시료를 시편과 함께 장

입한다. 조사기간 동안 계장 캡슐이 받는 고속 중성자 조사량은 하나로 

노심 계산 전산체계(HANAFMS)에 의해 캡슐의 축 방향 및 반경방향 의 

3차원 위치별로 평가되며, 몇 개의 중성자 에너지 역별로 나뉘어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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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00M-03K 캡슐은 하나로 설계 기준에 준하여 최종 설계되었으며, 그동

안의 하나로 캡슐 제작 등을 통하여 캡슐 제작경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우정 (주)에서 제작되었다. Fig. 3-1-125는 캡슐의 설계도면 이

며, Fig. 3-1-126는 설계에 의해 최종 제작 완료된 캡슐의 모습이다. 캡슐

은 크게 본체부, 보호관부, 안내관부로 나뉘어지며, 캡슐 본체는 Φ60 mm

의 STS 316 재질의 튜브 내부에 5단의 Al 열매체로 구성되고, 각 열매

체 내에는 조사시편을 포함하여 계장품들(T/C, F/M)이 설치된다. 조사시

편의 온도는 하나로 출력조건에서 캡슐 내 He 진공도를 제어하여 1차 조

절되며, 각 단별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기히터로 최종 조절되어진다. 

캡슐 내의 시편부에는 12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사시험 동안 

조사시편의 온도 변화가 캡슐온도제어장치에 연속적으로 지시 및 기록된

다.

(나) 시편 배치 및 감마 열량곡선  

본시험에 사용된 00M-03K 캡슐은 중수로 압력관 재료인 Zr-2.5Nb과 

함께 본 노내 구조물 재료인 8종의 시편을 장입하 다. 00M-03K 캡슐의 

기본구조는 다공 구조의 Fig. 3-1-125와 같이 설계되어진 것이다. 캡슐의 

주요구조, 장입시편 치수 및 배치 위치, 조사 조건 등에 의해 기본설계가 

행해지고, 이를 토대로 조사시험이 수행될 하나로 시험 공에서의 감마발

열량(gamma heating rate) 분포가 계산되며, 이들 계산된 값으로 시편과 

열매체와 캡슐 외통간의 간격(gap) 설계, 시편의 최종배치 및 열전대

(T/C)와 중성자모니터(F/M)의 배치위치 결정 등의 절차로 설계가 이루

어진다.

  00M-03K 캡슐은 한 가지 재료의 조사특성 평가를 위하여 제작 시험

되었던 기존의 계장캡슐과는 다르게 이용자 요구조건에 따라 본 노내 구

조물 시편인 8종의 스테인리스강 외에 중수로 압력관 재료인 Zr-2.5Nb과 그 

외 TEM 및 CT 시편 등이 장입되어 각기 다른 조사조건에서 시험되었다. 

시험 중 조사시편들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2개의 열전대가 설치되

었고, 중성자 조사량 측정을 위한 5개의 중성자 모니터가 각 단에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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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Table 3-1-21은 00M-03K 캡슐에 장입된 251개의 시편을 종류별로 

정리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본 시험의 노내 구조물 재료인 스테인리스강은 

1, 2, 3단에 각각 배치시켰다. 3단의 경우 Cr-Mo, Zr-2.5Nb강, 스테인리스강, 

TEM 시편 등 다양한 시편들이 장입되었다.   

Fig. 3-1-127은 조사시편에서의 감마발열량을 나타낸 것이며, 감마발열

량은 캡슐이 노심 중앙에서 오른쪽인 IR2에 장전되므로 열매체 내에 

270o로 배치된 시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이 결과를 기초로 조사

시편의 조사 시험시 예측되는 원자로 제어봉의 위치변화와 핵연료의 연소

도 효과를 고려하여, Fig. 3-1-28과 같이 00M-03K 캡슐에 대한 최종 열설

계용 감마발열량 곡선(gamma heating rate curve)이 결정되었다.

(다) 하나로 조사시험

제작된 00M-03K 캡슐은 하나로 조사시험 전 노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

라, 캡슐외관 및 치수검사, 본체 및 보호관부의 내압 및 He 누설시험, 전기

히터와 열전대의 단락여부 및 성능평가, 캡슐온도제어장치와의 양립성 시험 

등 여러 가지 건전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었다. 캡슐은 이들 노외 시험

조건을 모두 만족하 고, Fig. 3-1-129에 보인 것처럼 24 MW 출력의 하나

로 IR2 조사 시험공에 설치되어 약 11일간 조사되었다. 캡슐내의 조사온도 

및 조사량의 시험 결과는 Table 3-1-22에 요약하 다. 그리고 본시험에서의 

노내 구조물 8종 스테인리스강의 구체적인 시편 번호별 캡슐 내 각단 배

치상황과 조사량의 결과 및 온도측정 결과를 각 시편 번호별에 대하여 

Table 3-1-23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3-1-130∼3-1-133은 조사기간 동안 각 단별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시험기간 동안 균일한 조사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잘 보이고 있다. 

그러나 3단에 장입된 304YG 및 304UC 시편의 경우 상․중․하 위치별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온도는 약 280oC 정도를 보인다. 본 측정값

은 요구 온도인 320oC 보다 다소 낮은 온도 결과 값이다. 그러나 별도의 수

기용으로 설치한 열전대에서는 약 300oC로 측정되었으므로 300oC의 결과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온도 오차 발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열전대의 근본적인 오차가 있었거나 같은 단내에 Zr-Nb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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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시편의 장입한 관계로 열전달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장입 시편

의 형상 및 조사 요구조건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기인되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이러한 온도 오차의 원인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추적 

분석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조사재의 실험 방법 

(가) 인장시편 제작 

본 시험에 사용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6종 시편의 화학적 조성

은 Table 3-1-24와 같다. 여기서 316DK 강은 포항제철에서 원자력급으로 

개발한 316LN 상용강으로 열처리 및 가공의 후처리 공정은 (주)대경에서 수

행한 것이다. 조성을 보면 질소가 0.11% 함유하며 316NG 강과 거의 유사한 

조성을 갖는다. 00M-03K 캡슐 내에 장입된 각 시편의 재료명, 재료 코드번

호, 수량, 시편 인식번호, 시험온도 및 횟수 등 시편관련 정보를 Table 

3-1-25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노내 중성자 조사용 인장 시편은 하나로에 장

입할 캡슐의 크기와 시편의 size effect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로 설계, 제작

한 1차 시험에 사용된 표준시편이다. 본 시편은 ASTM E21/E8 

standard[3-1-71, 3-1-72] 인장시편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Fig. 3-1-134

와 같은 치수로 인장 시험 시 턱(jaw)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핀(pin) 

타입으로서 게이지 길이가 1 인치이고, 게이지 길이의 평행부 바깥쪽은 게이

지 중심부 보다 0.004 mm 크게 테이퍼를 주어 파단 시 게이지 중심에서 파

단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한편, 중성자 조사 시 시편에 향을 미칠 온도 

및 열전도도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편의 측면 및 pin hole 구멍을 시

편과 동일한 재질로 가공하여 조사 시 열전도도에 의한 온도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공간을 막았다. 

(나) 인장시험 방법

00M-03K 캡슐에서 조사된 6종 80개 스테인리스강 시편은 조사재시험시

설(IMEF)의 핫셀 내에 설치된 Instron 8561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원격제

어장치로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 온도는 RT, 200oC, 300oC, 

400oC, 500oC, 600oC, 700oC의 온도로 하 으며, 인장 변형속도는 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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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sec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하 다. 핫셀 내 설치된 Instron 8561의 고온 

3-zone 전기로와 각종 고온용 치구들은 00M-01U 캡슐의 1차 시험에서 설치 

보정한 장치들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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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 다. 만

약, 시험 중에 기기나 치구가 작동되지 않으면 고비용으로 제작된 시편의 실

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조사된 시편을 직접 손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

에 핫셀 내의 제염과 시편위치의 원상태로 이동 등 많은 시간과 어려운 작

업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ig. 3-1-135에 핫셀 내의 고온 인장시험기의 

장치 사진을 보인다.   

(다) 조사재의 파단 연신율 보정   

중성자 조사된 시편의 경우 실제 총 파단 연신율(total elongation)의 측정

은 시편의 취급이 곤란하므로 파단 시편에 대해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

다. 그래서 시험에서 얻어지는 공칭 응력-변형률 인장곡선의 그래프를 이용

하여 간접적으로 구하 다. 이론적인 총 파단 연신율 값의 의미는 응력-변형

률 곡선에서 최종 파단지점으로부터 탄성 역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로 변

형률 x축으로 그었을 때 탄성 변형률의 기울기를 뺀 변형률 값이 총 파단 

연신율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험 중 기계적 compliance에 의해 파단 후

의 시편에서 직접 측정한 총 연신율 값(εm)은 응력-변형률 그래프에서 얻어

지는 이론 값(εth )보다 다소 낮은 값을 경험적으로 보여 왔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조사된 시편의 총 파단 연신율 값을 응력-변형률곡선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하 다. 

보정상수(correction constant), R은  

            

   R =
εm
ε th                                           (1)

이며, εm은 파단 후의 시편에서 직접 측정한 연신율 값(measurement 

elongation)이고, εth는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탄성곡선의 기울기를 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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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 값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론 연신율 값(theoretical elongation)이다. 조사

전 시편에 대하여 각 온도별 εm, 및 εth를 구하고 보정 상수 R값을 구하 다.  

00M-01U 캡슐의 1차 보고서에서[3-1-75] 기술한 것처럼 304NG 강에 대하

여 조사전의 비 조사재 시편을 사용하여 본 시험과 같은 온도인 R.T.∼

700oC에서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고,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얻는 이론

적인 연신율 값과 실제 파단된 시편에서 측정된 실험 연신율 값을 비교한 

결과, 보정상수 R은 평균 0.8997로써 약 0.90로 나타났으며, 온도별로는 R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스테인리스강

의 고온 인장시험에서 얻은 탄성 기울기를 온도별로 확인한 결과 그 기울기

는 미미하 으며, 또한 조사된 시편의 경우도 온도별로 탄성기울기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결과에서는 R  = 0.9의 보정상수 

값을 사용하여 전 시편의 파단 연신율 값을 결정하 다.   

(4) 중성자 조사재의 고온 인장특성 결과(00M-03K)

(가) 조사재의 응력-변형률 고온 인장 곡선   

IMEF 핫셀 고온 인장시험 장치 Instron 8561을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된 

304NG, 305YG, 304UC, 316DK, 316NG, 321 스테인리스강의 6종 모든 시편

의 고온 인장시험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시편의 파단 위치는 모두 

게이지 길이의 중앙부에 전부 파단이 이루어졌다. 단 304UC 시편의 경우 

4U53-1/2/3/4의 4개 시편은 캡슐의 해체과정에서 시편이 손상을 당해 실험

이 수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6개만 실시되었으며 수량 부족으로 200oC의 결

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316DK와 321 강의 경우는 본 조사 시험이 처

음이므로 다른 시편보다 2배 많은 20개를 조사하 으며, 인장시험은 각 온도

에서 2회씩 총 14개가 시험되었다. 6종의 조사 시편의 온도별로 얻어진 응력

-변형률 고온 인장 그래프 결과들을 Fig. 3-1-136∼3-1-143에 나타내었다.

부록에 첨부한 표 AT1∼AT6는 본 인장시험에서 얻은 6종 스테인리스강

의 조사재 인장 특성치 결과들을 자세히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표

에서 총 연신율 값은 보정상수를 적용하지 않은 값으로 기계에서 측정된 원

래 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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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전․후의 인장특성 변화  

Fig. 3-1-144∼3-1-154는 부록의 AT1∼AT6의 결과표를 이용하여 0.2% 

오프셋 항복응력(yield stress, YS), 최대인장강도(ultimate tensile stress, 

UTS), 연신율(elongation)의 조사재 결과를 6종의 스테인리스강에 대하여 비

조사재와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편의 결과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사재의 항복강도 및 최대인장강도 값은 온도별로 비조

사재 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연신율은 반대로 낮은 값을 보인다. 조사재의 

온도별 인장강도 곡선의 변화 경향은 비조사재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연신율의 경향도 조사재는 비조사재와 온도별로 비슷한 변

화 경향을 보이나 Fig. 3-1-153의 316NG 강의 경우는 상온에서 연신신율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다른 강과 달리 온도별로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 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특히 항복응력 값이 조사시편에서 크게 높

아짐을 알 수가 있으며, YS 및 UTS의 강도 값은 온도가 500oC 이상이 되면 

조사재는 비조사재가 거의 같은 값으로 접근하면서 600
oC가 되면 거의 동일

한 값으로 회복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열 활성화에 따른 

조사결함의 회복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사 후에 온도를 상승시

키면 격자간 원자와 원자공공의 이동이 없던 점 결함들이 열 활성화에 의해 

불안정하게 되고, 조사 시에 생성된 점 결함들은 이동하여 소멸되어 조사전

의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이다[3-1-73, 3-1-74]. 결국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중성자 조사된 시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조사경화(irradiation 

hardening)와 연성이 약화되는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현상이 발

생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경화나 연성의 저하는 원자로 

재료로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조사경화는 주로 조사 시에 

발생하는 블랙 스포트, 전위루프, 전위망, 보이드 등과 같은 결함 집합체가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75∼

3-1-78]. 

(5) 조사재의 가공경화 거동 특성 

조사재의 가공경화 거동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재의 재료거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조사재의 가공경화지수(strain hardening exponent), n 값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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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별로 구하기 위해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을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으로 

바꾼 후 logσ-logε 그래프로 나타내고,  Hollomon의 식[3-1-79] 

   σ = K ε n                                          (2)

을 사용하여 가공경화 지수를 구하 다. 여기서 K는 재료상수로서 변형이 

1.0% 되는 지점에서의 진응력치로 정의되는 강도계수(strength coefficient)이

다.  진응력(true stress), σ는  

      

        σ = S (1+e)                                      (3)

의 관계식으로 구해지며, 여기서 S는 공칭응력(nominal stress)이며, e는 공

칭 변형률을 나타낸다. 진변형률(true strain), ε는   

        ε = ln (1+e)                                    (4)

관계로부터 구한다. 구해진 진응력-진변형률 값을 Hollomon의 식(2)에 따라 

양대수 좌표로 나타내면 재료의 소성변형 역에서의 조사에 의한 재료거동

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가공경화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

Fig. 3-1-156은 304UC 보관재의 항복응력에서부터 최대응력 지점까지의 

소성 역에 대한 유동곡선을 두 강에 대하여 전형적인 대수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진응력-변형률은 완전한 선형관계가 아닌 두개 

역으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즉 항복응력 바로 이후에서의 낮은 변형률에

서는 완전한 소성변형을 위한 천이 역(transition zone)이 존재하며, 이후에

서의 변형률에서부터는 완전 소성 역(perfect plastic zone)으로서 응력과 변

형률은 일정한 관계로서 선형관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재료거동은 열처리된 

재료에서 통상 관찰되는데, 본 시험에서의 스테인리스강은 조사재나 비조사

재는 모두 이와 같은 2개의 소성 역이 나타나는 재료거동을 보 다. 

가공경화 지수, n 값은 Hollomon 식으로부터 완전 소성 역에서의 선형 

기울기를 구하여 사용하는데, 천이 역이 끝나는 지점을 정확히 하는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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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소성 역이 시작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n  값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Table 3-1-26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4NG와 316NG 그리고 304YG와 

304UC 강의 조사 전후의 상온에서부터 700oC까지의 가공경화지수 값을 구

한 비교 결과를 요약 정리하 다. 

Fig. 3-1-157, 3-1-158은 304UC 및 316NG 강의 R.T, 300oC, 500oC, 

700oC 온도에서 항복응력부터 최대 응력 지점까지의 소성 역 구간에서의 

변형 유동곡선을 보면 조사재가 비조사재에 비하여 유동응력(flow stress)의 

상승 즉 경화되어 강도가 증가됨을 잘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재의 

항복응력 및 유동응력의 증가 Δσ  는 식(5)로 잘 설명되어진다[3-1-76, 

3-1-78].

   

        Δσ =
αμb
l                                       (5)

여기서 α는 상수이고 b는 버그스 벡타, l은 전위가 이동하는 슬립면에서 장

애물 간격, μ는 강성율이다. 중성자 조사를 시키면 루프, 전위선, 및 보이드 

등과 같은 조사결함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결함은 전위이동에 장애물로 작용

하여 전위 도가 증가하고 l이 감소하므로 조사경화가 일어나고 유동응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159, 3-1-60은 304NG 및 316NG 강의 조사 전․후의 가공경화 

거동을 온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재는 비조사

재에 비해 가공경화 지수값이 낮은 값을 보임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재에서 낮은 n값을 갖는 이유는 조사결함에 의한 전위의 이동의 장애물

로 작용하는 전위 도의 증가로 인하여 슬립면에서의 장애물 간격 l이 줄어

들은 강도 증가 때문에, 소성 변형 중에 일어나는 변형 증분율에 대한 강도 

증분율의 비가 비조사재에 비하여 조사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가공경화지수 값이 높다는 것은 응력-변형률의 기울기 데이터

가 클수록 재료가 변형됨에 따라서 강도 및 경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사재의 n값은 상온을 제외한 200
oC 이후부터는 비조사재의 값으로 

점진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상온에서의 지수 n값이 조사

재에서 현저히 차이를 보이다가 고온인 700
oC에서 두 재료는 공히 거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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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것은 점점 고온이 되면서 조사경화의 회복이 일어나 

비조사재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1-161은 조사된 304NG 및 316NG 강의 가공경화지수 값을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이다.  조사재의 316NG강은 304NG강에 비해서 높은 가공경화

지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 3-1-162로부터 알 수 있

듯이 원래의 비조사재에서 316NG강의 n값이 높기 때문이며, 두 재료 공히 

본 조사조건에서의 비조사재의 소성 변형 거동을 그대로 유지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163∼3-1-166은 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 노내 구조물로 

사용된 304YG 및 304UC 강에 대하여 조사재와 비조사재의 가공경화지수의 

변화 결과를 온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앞서 기술한 304NG 및 

316NG강과 같은 경향으로 조사재의 n값은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 값은 

상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고온인 600oC 및 700oC가 되면 비조사재와 거의 

같은 값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재의 304UC강이 

304YG강에 비해서 높은 가공경화 지수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비조사재의 거

동을 그대로 유지하 기 때문이다. 

(6) 중성자 조사재의 파면조직 관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고속증식로 및 핵융합로의 노심 재료로는 

물론 경수로의 핵연료 집합체의 부품 등에 사용되며, 고속증식로의 경우 노

심 온도가 550∼600
oC로 높다. 또한 노심의 분위기는 고속 중성자 분위기이

므로 조사결함으로 인하여 재료 내 보이드가 생성되어 조직변화가 일어나고, 

조사거동에 따라서 조사취화가 발생하므로 조사재의 전위, 루프, 보이드, 석

출물의 미세조직 관찰은 그 거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본 2차 시

험에서는 처음으로 파면조직을 관찰하는 것으로 조사시편의 인장파면 관찰

은 고 방사선량 때문에 광 5/6호기 보관재인 304YG 강의 한 시편에 대해

서만 관찰하 다. 본 시편의 조사조건은 300oC, 10x1019 n/cm2 (E>1 MeV) 

의 조사량이며, 파면관찰은 상온, 400oC, 700oC 온도에 대하여 하여 비조사 

시편의 파면과 비교하 다. 

Fig. 3-1-167은 비조사 시편에 대한 것이고, Fig. 3-1-168은 조사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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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으로 SEM 파면 관찰 사진을 온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비

조사재 시편의 상온 파면 거동은 스테인리스강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딤

플의 성장에 의한 전형적인 연성파괴 조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딤플의 성

장에 의한 연성파괴는 작은 공극(void)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공극의 

근원은 재료 내에 내재하는 게재물 들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러한 작은 공

극들이 성장하고 서로 결합하면 균열이 되고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서 파단

이 시작된다. 400oC 및 700oC의 고온이 되면 미소 딤플들이 크기가 크며 큰 

파면의 파시트(facet)들이 관찰된다. 반면 조사시편의 경우 상온 시편을 보면, 

무수히 많은 미소한 딤플들로 비조사와 유사하나 그 모양에서는 차이가 있

음을 볼 수 있다. 즉 조사재의 딤플은 비조사재의 연성에 의해 늘어난 섬유

상의 모양과는 다르며 취화된 파면의 딤플들이 관찰된다. 그리고 조사시편은 

400oC에서 700oC로 고온이 되면 작은 전단면의 파시트들은 크고 둥 게 성

장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조건에서도 이미 재료는 조사손

상에 의해 조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처럼 

스테인리스강은 조사경화에 의하여 강도가 증가하고, 연신율의 저하를 보이

는 것은 재료의 조직 변화와 접한 관계가 되며, 조사경화는 조사 시에 발

생하는 여러 결함 집합체가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조사 

시 재료의 격자간 원자와 원자공공 등의 생성된 점결함들은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76, 3-1-80].      

(7) 요약  

00M-03K 계장캡슐에 노내구조물 재료인 304NG, 304YG, 304UC, 316DK, 

316NG, 321SS의 6종 스테인리스강을 장입하여 하나로 IR2 시험공에서 

24MW 출력으로 300∼320
oC, 5.3∼10 x1019 n/cm2 (E>1.0 MeV) 조사조건으

로 11일간 조사시킨 조사재의 고온인장 특성을 평가하여 조사물성 데이터를 

생산하 다. 시험결과 중성자 조사된 시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조사경

화와 연성저하의 거동을 보 으며, 특히 항복강도가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

나 500oC 이상에서는 비조사재와 거의 같은 값으로 회복되었다. 조사재의 온

도별 가공경화지수 n값은 비조사재에 비해 낮은 값을 보 으며, 고온으로 될

수록 비조사재와 접근하며 600oC 부터는 거의 같은 값으로 회복됨을 알 수 

있었다. 조사재의 n값의 변화 경향은 비조사재의 변화 경향과 유사한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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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이러한 조사재의 고온에서 강도 및 가공경화지수의 회복은 열 활성

화에 따른 조사결함의 회복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인장파면의 조직

은 비조사재에서 관찰되는 섬유상으로 늘어난 모양의 조사재의 파면 딤플과

는 다른 취화된 파면 딤플과 작은 전단면의 파시트(facet)들이 관찰되었으며, 

400oC에서 700oC로 고온이 되면 그 모양은 크고 둥 게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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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9. Information of tensile specimens for neutron irradiation test.    

시편명 시편 이력

캡슐명 및 수량 조사조건 ( x1020 n/cm2, > 0.1 MeV)

1차
00M-01U

2차
00M-03K

3차
02M-05U

1차 2차 3차(희망)
온도 조사량 온도 조사량 온도 조사량

316NG(6P16) KAERI 제조 10ea 10ea 10ea 320oC 1.8 320oC 1.7-1.8 320oC 7.0

304NG(4N21) 포철
시제품 10ea 10ea 10ea 320oC 1.8 320oC 1.7-1.8 320oC 7.0

304YG(4Y51) 광
archive - 10ea 10ea - - 300oC 2.1 320oC 7.0

304UC(4U53) 울진
archive _ 10ea 10ea - - 300oC 2.1 320oC 7.0

321(2C11) 일본상용 _ 20ea 10ea - - 320oC 1.7-1.8 320oC 7.0

316DK(6C15) 대경
시제품 _ 20ea 10ea - - 320oC 1.7-1.8 320oC 7.0

Cr-Mo(HT9M) KAERI 제조 _ 10ea 10ea - - 320oC 1.1 320oC 7.0

Cr-Mo(MN8) KAERI 제조 _ 10ea 10ea - - 320oC 1.1 320oC 7.0

Cr-Mo(MW) KAERI 제조 - - 10ea - - - - 320oC 7.0

Cr-Mo(T91) KAERI 제조 - - 10ea - - - - 320oC 7.0

Table 3-1-20. Summary of irradiation results tested in 02M-05U capsule. 

Stage
시편/홀더 I.D.
(노심내 위치, cm)

홀더위치(1)
조사량(n/cm2) (E>1.0MeV) 조사온도(℃)

요구 계산 요구 측정(2)

1단
R1 (304NG)

(24.2∼16.6) S1-No1-R1

7.0
x1020

 2.1x1020 (1.7∼2.5x1020) 

320±10

1st 295±5(A)

R2 (321SS) S1-No3-R2 2nd 320±10(A)

3단

R3 (MW)
(-0.6∼-8.2) S3-No1-R3

 2.9x1020 (2.7∼3.0x1020)
1st 297±5(B)

R4 (MN8) S3-No2-R4
R5 (HT9M) S3-No3-R5

2nd 307±5(B)
R6 (T91) S3-No4-R6

4단

R7 (304YG)
(-9.2∼-16.8) S4-No1-R7

 2.6x1020 (2.4∼2.8x1020)

1st 317±5
R8 (304UC) S4-No2-R8

2nd 320±5R9 (316NG) S4-No3-R9

R10 (316DK) S4-No4-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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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1. All specimens for irradiation in 00M-03K capsule.

구 분 단     시편 및 규격   개수    시편부 모양 재료 및 비고

노내

구조

물

재료

1  Tensile (76x15x1)1  
(G2:25.4x3.7) 4x10=40 Square Bar 4개

 (15x10x76 mm) 
Cr-Mo, STS316(LN3),

STS321

2  Tensile (76x15x1) 
(G:25.4x3.7) 4x10=40 Square Bar 4개

 (15x10x76 mm) 
STS316(LN), STS321,

STS304(NG4), STS316(LN)

3 

 Tensile (76x15x1) 1x10=10 Square Bar 1개
 (15x10x76 mm) STS304(YG5)

 CB6 (38x3.2x4.33) 1x6 = 6 Square Bar 1개
 (10x10x114mm) Zr-2.5Nb (시편/Case) Growth(Length)

    (76.83x3.86x0.81) 1x4 = 4

중수

로

압력

관

 Tensile (76x15x1) 1x10=10 Square Bar 1개
 (15x10x76 mm) STS304(UC7)

 TEM (Φ3x0.1) 4x4x(X)
=70

Square Bar 4개
 (5x7.5x24 mm) Cr-Mo(X는 3∼5개 시편)

 Growth(Circumf.)
    (38.23x6.35x2.59) 1x9 = 9 Square Bar 1개

 (10x10x114mm) Zr-2.5Nb (시편/Case) Growth(Length)
    (76.83x3.86x0.81) 1x4 = 4

4 

 TEM (Φ3x0.1) 1x15=15

Square Bar 1개
 (20x20x114mm) Zr-2.5Nb (시편/Case)

 Tensile(Circumf.)
 (40.04x15x2 (G:12.7x4)) 1x2 = 2

 Tensile(Length)
 

(44.7x12.7x4.33(G:12.7x4.
32))

1x4 = 4

 CT8 (21.25x18.4x4.33) 1x12=12

5 

 Tensile(Circumf.)
 (40.04x15x2 (G:12.7x4)) 1x12=12

 Square Bar 1개
 (20x20x114mm) Zr-2.5Nb (시편/Case)

 Tensile(Length)
 

(44.7x12.7x4.33(G:12.7x4.
32))

1x4 = 4

 CT (21.25x18.4x4.33) 1x9 = 9

합 계 251개 노심(170) + 중수로압력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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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2. Summary of irradiation results in 00M-03K capsule.

기준 위치
고속중성자 조사량

(×1019 n/cm2) 조사온도 (oC) 비고

시편중심

(1)
위치(mm)

(2) > 1 MeV >0.1 MeV 평균 최대 최소 온도관련

1단 중
(T1,2,3) +37.5 5.3 11 320 333

(T1)
313
(T2) 균일

2단 중
(T4,5) +47/38 8.0-8.5 17.2-18 320 324

(T5)
316
(T4) “

3단 상 -5 10-11 19-21 - - - “

3단 중
(T6) +35.2 10 21 264 264 264 “

3단 하
(T7,8) +5 9.2-10 21-22 296 299

(T8)
294
(T7) “

4단 상
(T9) -5 11 21 329 330 328 “

4단 하
(T10) +5 8.7 18 297 299 294 “

5단 상
(T11) -5 7.9 17 297 298 296 “

5단 하
(T12) +5 4.8 10 302 302 302 “

:

:

:

  1 : 캡슐 상부로부터 1, 2, 3, 4, 5단으로 구분
  2 : 각단 상(-)․하(+)로부터의 거리 
  3 : 2단의 중심에 설치된 열전대 4,5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각각 38, 47mm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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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3. Summary of irradiation conditions and arrangement for 

stainless steels in 00M-03K capsule.

Position
Fast neutron 

fluence 
(x1019 n/cm2)

Temperature(oC)
Specimen I.D

Max. Min. Ave.

1단
5.3 

( >1 MeV)
333 313 320

- Cr-Mo(20개: M1∼M10, MN11-MN20) 

- 321SS(10개: 2C11-1∼10)

- 316DK(10개: 6C15-1∼10)

2단
8.0-8.5

( >1 MeV)
324 316 320

- 316NG(6P16,10개 : M11∼20)

- 321SS(10개: 2C11-11∼20)

- 304NG(4N21, 10개: N11∼N20)

- 316DK(10개: 6C15-11∼20)

3단
10

 ( >1 MeV)
- - 300

- 304YG(4Y51, 10개: Y1∼10)

- 304UC(4U53, 10개: U53-1∼10) 

Table 3-1-24. Chemical composition of stainless steels(wt.%).

Specimen C Si Mn P S Cr Ni N Co Mo Ti Fe

304NG 0.019 0.52 1.02 0.024 0.002 18.5 9.64 0.08 0.06 - - Bal.

316NG 0.018 0.64 0.95 0.018 0.005 17.22 12.42 0.10 - 2.34 - Bal.

304UC 0.05 0.56 1.28 0.026 0.003 18.25 8.56 - - - - Bal.

304YG 0.055 0.28 1.8 0.024 0.0005 18.83 8.55 0.084 - 0.28 - Bal.

316DK 0.022 0.53 0.57 0.020 0.001 17.69 10.60 0.11 - 2.61 - Bal.

321SS 0.01 0.59 1.61 0.025 0.002 17.46 9.37 - - - 0.12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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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6.  The value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for irradiated 

304NG,  304UC, 304YG, and 316NG stainless steels.

Temp.
(oC)

Strain hardening 
exponent, n
in 304NG

 Strain hardening 
exponent, n
 in 316NG

Strain hardening 
exponent, n
in 304YG

Strain hardening 
exponent, n
in 304UC

Un-irr. Irr. Un-irr. Irr. Un-irr. Irr. Un-irr. Irr.

RT 0.440 0.355 0.410 0.313 0.519 0.325 0.66 0.464

200 0.416 0.374 0.456 0.391 0.425 0.307 0.493 -

300 0.447 0.415 0.505 0.454 0.423 0.315 0.501 0.385

400 0.438 0.426 0.517 0.478 0.395 0.319 0.522 0.40

500 0.463 0.433 0.546 0.509 0.418 0.317 0.513 0.38

600 0.412 0.398 0.522 0.472 0.380 0.359 0.448 0.415

700 0.330 0.332 0.378 0.360 0.318 0.304 0.354 0.333

  

Table 3-1-25. Material information irradiated in 00M-03K capsule.

Materials Specimen 
Code No. Quantity Marking No. Tests

316LN 6P16 10ea M11∼M20 RT,200,300,400,500,600,700oC 
각 1회씩

304NG 4N21 10ea N11∼N20 RT,200,300,400,500,600,700oC
각 1회씩

304YG 4Y51 10ea Y1∼Y10 RT,200,300,400,500,600,700oC
각 1회씩

304UC 4U53 10ea 4U53-1∼10 RT,200,300,400,500,600,700oC
각 1회씩

321SS 2C11 20ea 2C11-1∼10
2C11-11∼20

RT,200,300,400,500,600,700oC
각 2회씩

316DK 6C15 20ea 6C15-1∼10
6C15-11∼20

RT,200,300,400,500,600,700oC
각 2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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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5. Design drawing of 00M-03K capsule.

Fig. 3-1-126. Assembled shape of 00M-03K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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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7. Heat rate at the specimen in the capsule 00M-03K at 

IR2 at 24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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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8. Gamma heating rate of the specimen in the 00M-03K 

capsule at IR2 at 24 MW.

0 2 4 6 8 10

-40

-30

-20

-10

0

10

20

30

40
    Gamma Heating Rate 

 97M-01K (CR 300-340mm x1.8g 20MW)
 98M-02K (TCR 300mm x1.5g 20MW)
 98M-02K (TCR 300mm x2.0g 20MW)
 98M-02K (CR 600mm 20MW)
 99M-01K (TCR 350mm 20MW)
 99M-01K (TCR 450mm 20MW)
 99M-01K (TCR 400mm x1.2 20MW)
 99M-01K (IR2 550mm 22MW) 
 00M-01U (TIR2 450mm 24MW)
 00M-01U (IR2 370mm, 24MW)
 00M-02K (TIR2 450mm 24MW)
 00M-03K (IR2 493mm, 24MW)

PCD 30

10x10, 4 ea
Center Hole(Φ10)S5

S4

S3

S2

Upper Limit 
 (+350mm)

Lower Limit 
 (-350mm)

D
is

ta
nc

e 
fro

m
 R

ea
ct

or
 C

or
e 

(c
m

)

 γ heating rate (W/gm)

2 4 6 8

00M-03K00M-01U
00M-02K

4

3

2

1

2

97M-01K
98M-02K

Fast N Fluence

4

3

3

2

4

3

1

1

S1

T6 ((C+15)/(T-7))

T8 ((C+15)/(B+7))
T7 ((C+15)/(B+7))

T9 ((C+15)/(T-7))

T10 ((C+15)/(B+7))

T11 ((C+15)/(T-7))

T12 ((C+15)/(B+7))

T5 ((C+7)/(B+7))

T4 ((C+7)/(T-7))

T2 (C/(B+7))
T3 ((C-8.5)/(B+7))

T1 (C/(T-7))

0.0 2.0x1019 4.0x1019 6.0x1019 8.0x1019 1.0x1020

Fast Neutron Fluence (n/cm2 )



- 212 -

Fig. 3-1-129. (a) core structure and (b) shape of irradiation test in 

HANARO.

Fig. 3-1-130. Averag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specimen in 

00M-03K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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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1.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1 stage of 00M-03K 

capsule.

 

Fig. 3-1-132.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2 stage of 00M-03K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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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3.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3 stage of 00M-03K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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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4. Pin-loaded tension test specimen with 1 inch gauge 

length.

Fig. 3-1-135. Photo showing experimental set-up 

in IMEF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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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6.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04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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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7.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04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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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8.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04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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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9.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16D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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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0.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16D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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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1.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1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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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2.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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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3.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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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4.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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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5.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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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6.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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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7.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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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8.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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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9.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YG.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l
on

ga
tio

n 
(%

)

Temperature (oC)

 304YG
   Unirradiated  
   Irradiated

 

          



- 226 -

Fig. 3-1-150.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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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1.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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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2.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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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3.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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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4.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21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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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5.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21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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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6. Strain hardening exponent with temperatures in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of irradiated 304UC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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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7. True stress-true strain flow curv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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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8. True stress-true strain flow curv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NG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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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9.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NG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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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0.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NG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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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1.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irradiated 304NG and 316NG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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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2.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unirradiated 304NG and 316NG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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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3.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YG stainless steels.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0

0.2

0.4

0.6

0.8

1.0

 

 

St
ra

in
 h

ar
de

ni
ng

 e
xp

on
en

t, 
n

Temperature, oC

  304YG
  Irradiated
  Unirradiated



- 238 -

Fig. 3-1-164.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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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5.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irradiated 304YG and 304UC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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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6.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unirradiated 304YG and 304UC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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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7. SEM fractographs of unirradiated 304Y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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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8.  SEM fractographs of irradiated 304Y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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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 조사 특성 평가

(1) 시험 조건 

중성자 조사에 따른 인장특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하나로를 이용하

여 1차 중성자 조사 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 시험은 N02강과 N05강으로 질

소 함량이 다른 두 재료에 대해 수행하 으며, 중성자 조사 온도는 약 320oC

고, 조사량은 1020 n/cm2 정도 다. 

(2) 고온 인장시험 

조사 시편에 대해 조사재 시험시설에 설치된 Instron 8561을 이용하여 고

온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 시험 온도는 상온, 200oC, 400oC, 500oC, 

600oC 다. 인장 변형속도는 2 x 10-3/sec 이었다. 각 온도별로 2개의 시편

에 대해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평균을 구하 는데, 2개 시편의 결과가 서로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Fig. 3-1-169과 Fig. 3-1-170에 각각 

N02(M)강과 N05(N)강의 고온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온 인장시험

에서는 조사에 의해 항복강도가 약 10-18%정도 증가하 으며, 인장강도는 

약 3-4% 정도 증가하여 항복강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Fig. 

3-1-1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신율은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고온 인장 

시험에서는 조사에 의해 생성된 조사 결함이 열활성화에 따라 회복되면서 

비조사재와의 강도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즉 조사 시에 생성된 결함

들이 이동하여 합체되면서 결함들이 소멸되어 조사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N02재료 (질소함량이 0.02 wt.%)에서는 약 500oC 인장시험에서 조사

에 의한 경화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05재료 (질소함량이 

0.05 wt.%)에서는 N02강 보다 높은 약 600oC 시험에서 동일한 효과가 일어

나, 질소함량이 높은 재료에서 조사 경화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연신율은 인장 시험 온도에 관계없이 조사 전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시킨 재료를 고온에서 유지하

을 때 조사 경화현상은 소멸되나, 조사 취화현상은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 원자로 재료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온. 저

팽윤 마르텐사이트강을 노심재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조사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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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사 시험을 통한 조사 특성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3년

에는 조사량을 1021 n/cm2 정도로 이전에 비해 10배 증가시켰을 때의 인장특

성 변화를 관찰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에는 실제 원자로 노심 조사량인 1022 

n/cm2 까지 조사시켜서 조사특성에 대한 자료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3) 미세조직 변화

재료가 중성자 조사를 받으면 점결함이 생성되는 것 외에도 기존의 미세

조직이 변화하게 된다. 즉 석출물과 전위, 그리고 용질원자에서 변화가 일어

난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과도하게 생성된 공공과 interstitial은 전위 루프 

등에서 합체되어 경화를 일으킴으로서 강도 증가와 연성의 감소를 일으킨다. 

새로운 석출물이 생성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석출물이 분해되는 현상도 나

타난다. 그러나 본 하나로 조사시험과 같이 중성자 조사량이 높지 않은 경우

에는 석출물 등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전위 루프 생성이 주로 관찰된다. 

아래  Fig. 3-1-172에 N08강을 하나로에서 중성자 조사시켰을 때 생성된 전

위 루프를 나타내었다. 작은 점과 같은 형태로 생성된 전위 루프를 관찰할 

수 있었다. 

(4) 하나로를 이용한 2차 중성자 조사시험

중성자 조사에 따른 인장특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하나로를 이용하

여 2차 중성자 조사 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시험은 2003년 4월 25일부터 5

월 9일까지 약 14일간 24 MW 출력의 하나로 CT 시험공에서 1차 수행되었

으며 (약 336 MWD),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15일간 24 MW 

출력의 하나로 CT 시험공에서 조사시험이 2차 수행되었다 (총 696 MWD). 

조사 시험은 130 MPa급 크리프 파단 강도의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 

최적 합금조성으로 선정된 N08 (질소함량 0.08 wt.%)강을 비롯하여 텅스텐 

첨가강(MW), HT9M, 그리고 상용 Modified 9Cr강(T91)강 에 대해 수행하

다. 아래 Tabel 3-1-20에 하나로에서의 중성자 조사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중성자 조사량은 7.0 x 1020 n/cm2을 요구하 으나, 이보다 적은 약 2.9 x 

1020 n/cm2이었으며, 조사온도도 요구온도인 320℃보다 낮은 약 300℃ 정도 

다. 각 재료에 대해 10개씩의 인장시험시편을 조사시켰다. 상기 조사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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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장시험을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1차 조사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조사량 증가에 따른 재료의 경화 및 취화 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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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9. Change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 in N02 steel b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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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0. Change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 in N05 steel 

b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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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71. Change of elongation b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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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2. Dislocation loop formed after irradiation at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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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빔을 이용한 316NG 및 FMS강의 팽윤(swelling) 모사시험 기술개발

가. He 주입

재료 내에 He을 주입하 을 때에 생성된 He bubble의 크기와 도는 재

료의 조사 팽윤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3종류의 FMS강 

(10Cr-1Mo-0.02N, 10Cr-1Mo-0.05N, 10Cr-0.5Mo-2W)과 오스테나이트 강인 

316LN과 304강에 대하여 He 주입시험을 수행하 다. 원자력 연구소 내에 보

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이용하여 He 이온을 주입하 다. 주입 온도는 상온이

었으며, 가속기 전압은 100 KeV 다. He 이온 주입량은 이전에 시험했던 5 

x 1016 n/cm2 (1700 appm) 및 1 x 1017n/cm2 (3500 appm)의 주입량을 감안

하여 6 x 1015 n/cm2, 1.5 x 1016 n/cm2, 3 x 1016 n/cm2으로 하 다. 주입 깊

이는 표면에서 약 3 μm 다. He 이온 주입량을 appm 단위로 계산하면 각각 

200 appm, 500 appm, 1000 appm이었다. 

나. He bubble 관찰 시편 준비

우선 시편을 두께 약 100μm 정도로 기계적 연마하 으며, 이것을 전해연

마기로 표면층의 수 μm를 전해 연마하여 기계적 연마시 생성된 응력을 제거

하 다. 이 시편에 He을 주입하 다. He 이온 주입 후에 He을 주입하지 않

은 표면을 전해 연마기로 제거하여 두께가 약 50μm인 시편을 만들었다. 이 

후 Z-polishing 장비를 이용하여 TEM 관찰 시편을 제조하 다. TEM 관찰 

시편의 제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dimpling, 

ion milling 등)을 사용하여 TEM 시편을 제조하 으나, 어느 방법으로도 지

속적으로 적절한 시편을 제조하지는 못하 다. 지금까지 시도한 여러 방법 

중에서 전해연마한 후에 Z-polishing하는 방법도 시편 제조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 연마후 시편의 두께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TEM 관찰 시편 준비의 또 다

른 방안으로 He 주입 시편을 10μm 정도로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에 

Z-polishing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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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e bubble 관찰 결과

FMS강에 대한 시험 결과를 Fig. 3-1-17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생성

된 He bubble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He 주입량이 증가

함에 따라 생성된 bubble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그러나 He 주입량의 증가에 따른 He bubble의 크기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향후 He 크기 분포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

한 단위 면적당 존재하는 He bubble의 도를 측정함으로서 간접적으로 He

에 의한 재료의 팽윤 거동을 예측할 예정이다.

Fig. 3-1-174에 316LN강과 304강에 형성된 He bubble을 나타내었다. 

316LN강이나 304강에서는 He 주입량이 증가하여도 생성된 He bubble의 수

와 크기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FMS강에 비해 많은 양

의 He bubble이 생성되어 있었다.

He bubble 관찰 시편의 제조에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많

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시험에서 오스테나이트강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으나, FMS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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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appm             500 appm             1000 appm

 (a) 

 (b)

Fig. 3-1-173. Morphology of He bubble (a) N02 (b) N05 (c) N02W.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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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appm             500 appm            1000 appm

 (a)

Fig. 3-1-174. Morphology of He bubble (a) 316LN (b) 30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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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성자유도 오토래디오그래피법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의 붕소 함량 및 

분포 분석

중성자유도 오토래디오그래피법을 통하여 국내 생산 type 316L 스테인리

스 강 연주 슬라브의 붕소원자의 분포를 확인 하 다. 중성자 조사는 ‘하나

로’의 NAA-1 조사공을 활용하 고 시편은 pneumatic sample transfer 장치

를 이용하 다. 중성자 조사량은 약 1.16 × 1014 /cm2 이었고, Detector로는 

Kodak 사의 CN-85을 사용하 다. 아래의 Fig. 3-1-175 (a)는 연주 슬라브 

시편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오스테나이트 상 사이에 잔류 페라이트 상들이 

존재하고 있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b)는 중성자유도 오토래디오그패

피법을 통하여 얻은 사진인데 붕소원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진 상

의 검은 점들은 붕소와 중성자의 (n,α) 반응에 의한 track들이 나타난 것인

데, 거다란 검은 점들 (화살표 표시)은 잔류 페라이트상과 오스테나이트 상

과의 계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붕소화합물로서 석

출된 것인지 혹은 붕소원자가 집적된 것인지 (편석)는 전자현미경 등을 통하

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Fig. 3-1-176은 같은 시편의 다른 부위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EDS 분석을 통하여 미소부위 화학분석을 한 것이다. 기지상에서의 붕소함량

과는 비교하여 오스테나이트상과 페라이트상의 계면 부위에서는 붕소원자의 

함량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77은 진공유도용해를 

통하여 다양한 함량의 붕소를 함유한 316 스테인리스 참조시편을 준비하고 

그에 대하여 정  화학분석을 통하여 얻은 붕소 농도와 중성자유도 오토래

디오그래피법을 통하여 얻은 track 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

다. 중성자 조사량이 약 10
13 및 1014/cm2인 두 가지 조사조건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 금속합금제조 시 미량합금원소로서 첨가시키는 수준

인 20ppm 내외에서 직선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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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5. Optical micrograph and neutron induced auto- 

radiograph of the corresponding area (boride forming at the 

interface between austenite and ferrite.

      

Fig. 3-1-176. SEM micrograph of the slab and EDS analysis result.

Fe Cr Si Ni Mo Mn B

1 Bal. 19.21 0.80 6.01 4.72 0.98 14.82

2 Bal. 20.02 0.49 1.46 13.38 0.57 40.96

3 Bal. 17.57 1.04 10.85 - 1.27 -

4 Bal. 26.00 1.45 4.31 -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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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7. Relationship between Boron content and the 

track density from neutron-induced autoradiographs in 316L 

stainless 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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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동중 노내구조물 체결부품의 손상 미캐니즘 규명, 대책

방안

1. 용접 연결부에서의 열피로 손상 분석 및 월성 2 호기 현장사례 해석

가.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열피로 시험자료 생산

고온, 고압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액체금속로의 노내 구조물과 배관에서는 

가열과 냉각이 반복됨으로서 구조물이 변형된다. 원자력발전소 구조물은 가동에 

의해서 일정한 기계적 응력과, 가열과 냉각에 의한 온도변화에 의한 열팽창이 구

속됨으로서 열응력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받게 된다. 원자력발전소 고온 구조물이 

기계적 응력과 온도변화에 의한 열응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손상되어 파손이 발

생하는 현상을 열피로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정한 온도에서 반복적인 기계적 

응력이 가하여지는 고온 저주기피로와 다른 거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1∼3-2-4]. 고온에서 가동되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구조물의 수명을 제한

하는 주요 기구중의 하나는 피로손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피로손상은 기계적 

응력과 열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원자력발전소 구조물의 수명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응력과 열응력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의 열피로 

거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316계 스테인리스강은 고온 강도, 연성, 인성 및 내식성 등이 우수하여 고온에

서 사용되는 구조물이나 경수로 및 액체금속로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의 일차계 구

조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316 스테인리스강은 탄소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

온에서 석출한 탄화물이 고온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므로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

하기 위하여 탄소의 함량을 감소시키면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하고 고온강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대신 질소를 첨가한 316NG 스테인리

스강이 개발되었는데 질소첨가에 의해서 일정온도에서의 저주기 피로수명은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2-5∼3-2-7] 열피로 거동에 미치는 질소의 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16과 316NG 스테인리스강으로 일정한 온도에서의 저주

기 피로수명,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응력에 의한 열피로 수명, 열응력과 기

계적응력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의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을 비교하여 열피로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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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질소의 향을 평가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실험방법

(가) 화학조성과 시편 형상

시험에 사용된 316 스테인리스강은 상용강이고, 316NG 스테인리스강은 진공 

유도용해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화학조성은 Table 3-2-1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편은 용체화 처리하 고,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채취하 다.

인장시험편은 평행부 길이가 25 mm이고 직경이 6 mm인 봉상 시편이었다. 저

주기 피로시편의 형상은 평행부 길이가 8 mm이고 직경이 7 mm인 봉상 시편이

었고, 열피로 시험의 형상은 저주기 피로의 경우와 같지만 길이방향으로 직경 4 

mm의 구멍을 뚫은 hollow type을 사용하 다. 

(나) 실험조건

인장시험은 변형범위 2×10-3/s로 상온∼700oC범위에서 변위제어로 수행하 다. 

응력완화시험은 600
oC에서 0.625 mm, 2.125 mm, 2.625 mm에서 10분간 유지하여 

그 동안에 발생한 응력변화를 측정하 다. 일정온도에서 저주기 피로시험은 상온

과 600℃, 변형범위 1%, 변형속도 2×10-3/s, 완전대칭 삼각파를 사용하여 strain 

제어로 수행하 다. 시험기간 중 온도편차를 ± 2℃ 이내로 제어하 고 온도의 균

일함을 얻기 위하여 시험온도에서 1시간 유지후 시험을 수행하 다. 열피로 시험

은 기계적 응력없이 열응력만 가하 고, 온도를 200∼600℃ 범위 내에서 변화시키

면서 △εt=0%가 되도록 strain 제어로 수행하 다. 기계적 응력과 열응력이 동시

에 걸리는 열적-기계적 피로시험은 300∼600℃, 변형범위는 2%, 가열과 동시에 

인장이 걸리는 동상 (in phase), 가열과 동시에 압축이 걸리는 역상 (out of 

phase)으로 strain 제어로 수행하 다. 열피로 및 열적-기계적 시험의 변형속도는 

0.0083 Hz, 사이클은 완전대칭 삼각파가 형성되도록 하 다. 모든 시험은 공기중

에서 수행하 고 온도의 측정은 시편에 용접한 열전대를 사용하 다. 열피로와 열

적기계적 피로는 100% 구속인 상태에서 수행하 고 구속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50% 구속상태를 일부 시험하 다.

(다) 열피로 시험장치 개요

열피로와 열적-기계적 피로시험을 위한 장치의 개략도는 Fig. 3-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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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유도 가열기로서 가열하고 냉각은 시편내부의 구멍을 통하여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냉각 시 필요한 출력 공기압은 6∼7 kg/㎠이 되도록 

하고 electric actuator가 solenoid 밸브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서 공기의 양을 변화

시켜 냉각속도를 제어한다. 시편 평행부내에서 길이방향으로의 온도편차를 ±10℃ 

이내로 제어하 다. 시험의 안전을 고려하여 냉각수와 냉각용 압축공기가 기준치 

이하일 때나 특정온도 이상으로 가열될 때는 고주파유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 다. 온도의 측정은 열전대를 사용하 는데 온도 측정 시 전기유도에 의한 오

차를 줄이기 위하여 직경이 0.2 mm인 열전대를 사용함과 동시에 pyrometer를 이

용하여 온도를 측정함으로서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확인하 다. 

(2) 실험결과

(가) 인장특성

각 온도에서 인장강도, 연신율을 Fig. 3-2-2에, 가공경화지수의 변화를 Fig. 

3-2-3에 나타내었다. 316NG의 경우가 316보다 항복강도는 증가, 최대인장강도는 

거의 변화 없고, 연신율은 감소하 다. 질소첨가에 의한 항복강도 증가는 고용강

화, 단범위 규칙의 형성, 결정립의 미세화, 변형시효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 [3-2-6].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와 동적변형시효는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질소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이기 때문에 소성유기 마르텐사

이트를 감소시키고 동적변형시효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5]. 316NG

이 고용강화 원소인 탄소와 질소의 함량이 316보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316이 

316NG보다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와 동적변형시효가 증가하 기 때문에 316과 

316NG의 강도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경화지수는 전 온도범위에서 316이 316NG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응력완화 특성을 Fig. 3-2-4에 나타내었는데 316이 316NG보다 크게 나타내났

다. 질소의 첨가에 의해서 전위구조는 cell에서 planar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3-2-6] 질소의 첨가에 의한 가공경화지수와 응력완화의 감소는 

질소의 첨가에 의한 전위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정온도에서의 저주기 피로수명

온도변화가 없는 일정온도, 변형범위 1%에서 저주기 피로수명 변화를 Fig. 

3-2-5에 나타내었고 피로강도의 변화를 Fig. 3-2-6∼Fig. 3-2-7에 나타내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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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서 316NG의 경우는 초기 경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계속 연화가 발생하고 

316의 경우는 초기 경화가 약간 발생하고 포화된 후 파단이 발생하 다. 600℃에

서는 316과 316NG 모두 초기 경화가 심하게 발생하고 포화된 후 파단이 발생하

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상온과 600℃에서 질소첨가에 의해 피로수명의 증

가는 질소가 전위구조를 cell에서 planar하게 변화, 동적변형시효를 억제,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를 감소,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 결정립을 미세화 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3-2-5∼3-2-8]. 

상온에서 전체변형범위 1%에서 피로시험 후 Feritscope (Model : Fischer 

MP30)로서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함량을 측정한 결과 316의 경우는 5.36%, 

316NG의 경우는 0.34%로 316NG의 경우가 현저히 낮은 값을 보 고 600℃에서는 

316과 316NG의 경우 모두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는 검출되지 않았다. 상온에서는 

초기에 피로강도가 316NG이 316보다 높다가 사이클이 진행됨으로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질소와 탄소의 함량의 합이 316NG이 높기 때문에 고용강화와 질

소첨가에 의해 형성된 단범위 규칙에 의해서 초기에는 316NG의 피로강도가 316

보다 증가하지만 316이 316NG보다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증가하기 때문

에 사이클이 진행됨으로서 피로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에서 초기경화는 동적변형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5]. 600℃에서는 316의 포화응력이 316NG의 피로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질소가 동적변형시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3-2-5] 316의 동적변형시효

가 316NG보다 활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저주기 피로시험 후의 미세구조 관찰결과에 의하면[3-2-5] 결정입계에 탄화물

은 석출하지 않았고, 질소는 전위구조를 cell에서 planar로 변화시켰다. 결정립의 

미세화는 저주기 피로수명을 증가시키는데[3-2-9∼3-2-10] Table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소첨가에 의해서 결정립이 감소하 기 때문에 질소첨가에 의한 결정

립 미세화가 저주기 피로수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3-2-10],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와 동적변형시효가 

발생하면 저주기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11∼3-2-12]. 질소

첨가에 의해서 저주기 피로수명의 증가는 전위구조와 결정립의 미세화는 상온과 

600℃에서도 향을 미치지만 이들 외에 상온에서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의 감

소가, 600℃에서는 동적변형시효 억제가 저주기 피로수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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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도변화에 의한 열피로 수명

기계적 응력없이 온도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도변화범위에 따라서 열피로 

수명을 Fig. 3-2-8에 나타내었고 열피로강도 변화를 Fig. 3-2-9에 나타내었다. 온

도변화가 증가할수록 포화응력은 증가하 지만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온도변화가 200∼500℃와 300∼600℃와 같이 온도변화범위가 같아도 고온

에서의 온도변화가 저온에서의 온도변화보다 포화응력이 증가하고 수명은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온도변화와 열피로 수명은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같은 온도변화에서도 고온에서의 피로수명은 그 직선이 왼쪽으로 이동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변화가 100℃에서는 최초의 응력변화와 약 20,000 사이클 후의 응력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316NG 스테인리스강에서 기계적 응

력없이 온도변화에 의해서만 열피로 손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100℃이상의 온

도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16과 316NG을 비교하여 Fig. 3-2-10에 나타내었다. 열피로 시험은 저주기 

피로시험에서와 같이 초기에 경화가 발생하고 포화된 후 파단이 발생하는데 온도

변화가 증가하면 초기경화와 포화응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초

기경화는 동적변형시효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열피로에서도 동적변형시효가 발생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6의 포화응력이 316NG보다 증가하는데 고온보다는 

저온에서의 온도변화 때 포화응력 차이가 더 크다. 포화응력은 전위의 생성과 소

멸이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는데 316의 경우는 316NG보다 동적변형시효 현상이 

활발하여 응력을 증가시키지만 Fig. 3-2-4에서와 같이 전위의 소멸과 관련된 응

력완화가 크기 때문에 응력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316과 316NG의 온

도변화에 의한 포화응력 거동은 316이 316NG보다 고온에서 동적변형시효가 증가

하지만 응력완화도 증가하고 저온에서는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지만 응력완화의 

크기는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열피로 수명은 질소첨가에 의해서 증가하 는데 고온에서는 고용강화, 소성유

기 마르텐사이트가 현저히 감소하고, 온도변화 200∼400℃는 탄화물이 석출 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소첨가에 의해서 열피로 수명이 증가하 기 때

문에 질소첨가에 의한 열피로 수명의 증가에는 결정립 미세화, 동적변형시효 감

소, 전위구조의 변화, 응력완화 감소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피로

수명은 질소첨가에 의해서 저온보다는 고온에서의 온도변화에 의해 더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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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전위구조와 결정립크기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적변형

시효와 응력완화의 감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온도와 기계적 응력변화에 의한 열적-기계적 피로수명

변형범위 2.0%, 600℃에서 저주기 피로시험, 기계적 응력이 없이 열응력만 작

용한 경우 300∼600℃의 온도변화에 의한 열피로, 기계적 응력과 열응력이 작용할 

경우 열피로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변화하는 응력을 Fig. 3-2-11에 나타내었다. 

포화응력의 크기는 기계적 하중과 열응력이 동시에 작용 할 때의 out of phase, 

기계적 응력없이 열응력만 가했을 경우, 일정온도에서 저주기 피로, 기계적 하중

과 열응력이 동시에 작용 할 때의 in phase의 순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피로수명은 포화응력이 가장 큰 out of phase가 가장 작고 포화응력이 가장 

작은 in phase의 경우가 가장 크기만 저주기 피로의 경우 포화응력은 기계적 응

력없이 열응력만 가했을 경우보다 작지만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일정온도에서 기계적 응력을 가한 저주기 피로시험과 열피로 시험에서 초기에 

경화가 발생한 후 포화된 후 파단이 발생하 다. 저주기 피로시험의 경우가 초기

에 가장 급격한 경화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초기경화는 동적변형시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도와 기계적 응력이 동시에 변화할 때 316과 316NG의 열적-기계적 피로강도 

변화를 Fig. 3-2-1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열적-기계적 피로의 경우 저주기 피

로와 같이 초기에 경화가 발생하고 포화된 후 파단이 발생하 기 때문에 열적-기

계적 피로의 경우도 동적변형시효가 발생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경화 크

기와 포화응력은 역상이 동상보다 증가하 지만 그 경향은 316과 316NG이 비슷

하 다. 질소첨가에 의해서 포화응력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은 증가하 다. 동상의 경우가 역상의 경우보다 피로강도가 현저히 감소

하고 초기경화가 작은 것은 열응력이 기계적 변형을 위한 응력을 감소시켜 전위

의 움직임이 감소하여 동적변형시효가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적변형시

효는 피로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상의 경우 동적변형시효가 

감소하 기 때문에 316의 포화응력이 316NG보다 증가하지 않았다. 

역상의 경우 초기경화가 큰 것으로부터 동적변형시효가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되는데 316과 316NG의 포화응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Fig. 3-2-4

에서 316이 316NG보다 응력완화가 증가하고 변형이 증가하면 응력완화는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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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16이 316NG보다 동적변형시효가 증가하지만 응력완화도 증가하므로 동적

변형시효와 응력완화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역상의 경우는 316과 316NG의 포화응

력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이 질소첨가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은 질소에 의한 전위구

조의 변화, 결정립의 미세화가 동상과 역상의 경우 모두에 향을 미치지만, 동상

의 경우는 열응력이 기계적응력을 감소시켜 동적변형시효 발생을 위한 응력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동적변형시효가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역상의 

경우는 동적변형시효와 응력완화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구속율의 향

온도변화가 발생하 을 경우 구조물의 치수변화를 제한하는 구속율의 변화에 

따른 열피로 특성을 Fig. 3-2-13에 나타내었다. 기계적 응력이 없고 열응력만 있

는 경우는 구속율이 감소하면 포화응력은 감소하고 수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기계적응력과 열응력이 작용할 때는 포화응력은 증가하고 수명은 증가하는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응력만 작용할 경우 구속율을 50% 감소시키면 피

로수명은 약 2.5배 증가하 고, 기계적응력과 열응력이 가해졌을 때 in phase의 

경우는 84% 감소하 으며, out of phase의 경우는 32%정도 감소하 다. 

(바) 파면관찰

일정온도에서의 저주기 피로와 열피로 및 열적-기계적 피로시험 후 316NG의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를 Fig. 3-2-14∼Fig. 3-2-16에 나타내었는데 316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정온도에서 저주기 피로시험한 경우는 시편의 표면

에서 균열이 생성되어 내부로 진행되었지만 열피로와 열적-기계적 피로시험의 경

우는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외부로 진행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저주기 피로

시험은 입내파괴 형태를 나타내었지만 열피로 및 열적-기계적 피로의 경우는 약

간의 입계파괴가 존재하는 입내파괴 형태를 나타내었다. 저주기 피로와 열피로의 

경우 모두 striation이 발생하 는데 저주기 피로시험의 경우는 striation이 균일하

게 발생하지만 열피로와 동상의 열적-기계적 피로의 경우는 striation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역상의 열적-기계적 피로의 경우는 응력이 너

무 높아서 striation 간격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316NG의 피로시험 후 결정입계를 관찰한 결과를 Fig. 3-2-17에 나타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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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의 경우도 316NG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주기피로와 역상의 열적-기

계적 피로의 경우는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지 않았지만 열피로와 동상의 열적-

기계적 피로에서는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 다.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여도 파

괴형태가 입내파괴이기 때문에 입계탄화물이 열피로 수명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316과 316NG 스테인리스강으로 저주기피로, 열피로, 열적-기계적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질소첨가에 의해서 항복강도는 약간 증가하 고 응력완화는 감소하 다. 

2) 질소는 일정온도에서의 저주기피로, 열피로,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을 증

가시켰다.

3) 열응력만 작용할 경우 온도변화가 증가하면 피로강도는 증가하고 피로수

명은 감소하 다.

4) 기계적 응력과 열응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은 동상

의 경우가 역상의 경우보다 증가하 다.

5) 질소첨가에 의한  열피로와 열적-기계적 피로 수명의 증가는 질소가 전

위구조를 planar하게 변화시키고, 동적변형시효를 억제, 결정립을 미세화, 

응력완화를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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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Chemical compositions of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s(wt%).

     Element

Heats
C Si Mn P S Cr Ni Mo N

Grain 

size (㎛)

316 0.050 0.58 1.26 0.032 0.001 16.77 10.75 2.06 0.026 65

316NG 0.019 0.63 0.97 0.018 0.004 17.26 12.35 2.41 0.1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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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Schematic diagram for thermal fatigue test.

1. Load cell, 2. Pull rod, 3. Specimen, 4. Induction heater, 5. Extensometer
6. Air compressor, 7. Actuator, 8. Thermocouple, 9. Temperature indicator
10. Instron controller,11.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generator
12. Recorder, 13. Computer, 

Fatigue tes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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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Tensile properties with temperature for type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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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Strain hardening exponent for type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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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Stress relaxation at 600℃ for type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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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Low cycle fatigue life for type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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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Tensile peak stress at RT and △εt=1% low cycle fatigue 

test for type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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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Tensile peak stress at 600℃ and △εt=1% low cycle 

fatigue test for type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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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Thermal fatigue life with temperature change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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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Tensile peak stress during thermal fatigue at each 

temperature change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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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Comparison of thermal fatigue stresses with type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tested at 200∼400℃ and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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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Thermal and LCF life at 300∼600℃ and 2%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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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Comparison of thermomechanical fatigue stresses with 

type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tested at 300∼600℃, △εt=2%, 

in-phase, and out-of-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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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2-13. Effect of constraint on thermal fatigue with mechanical 

stress at 300∼600℃ and 2%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 (a) 

thermal, (b) In-phase, and (c) out-of-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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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2-14. Fracture surface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tested by at of (a) 

LCF 600℃ and △εt=2%, (b) Theraml at 300∼600℃ and △εt=0%, (c) In-phase 

at 300∼600℃ and △εt=2%, and (d) Out-of-phase at 300∼600℃ and △εt=2%.



- 274 -

  

                    (a)                                    (b)

  

                         (c)                                (d)

Fig. 3-2-15. Crack initiation site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after test of (a) 

LCF at 600℃ and △εt=2%, (b) Theraml at 300∼600℃ and △εt=0%, (c) 

In-phase at 300∼600℃ and △εt=2%, and (d) Out-of-phase at 300∼600℃ and 

△ε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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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2-16. Fracture surface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after fatigue test 

at △εt=2% and 300∼600℃ : (a) LCF (600℃), (b) thermal, (c) in-phase 

thermomechanical, (d) out-of-phase thermo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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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2-17. Carbide at grain boundary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after 

fatigue test at △εt=2% and 300∼600℃ : (a) LCF (600℃), (b) thermal, (c) 

in-phase thermomechanical, (d) out-of-phase thermo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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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가동원전의 열피로에 의한 손상사례 분석

(1) 월성 2호기 냉각제 정화계통 격리밸브 연결부 파손

(가) 사건의 개요

2002년 7월 11일 원자로건물 내 삼중수소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누설부위 식별을 위한 현장점검을 수행하던 중 냉각재 정화계통 격리밸브 

3335-MV2의 배관연결부에서 중수가 증기형태로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고 7월 17

일 누설부위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함

(나) 누설부위 확인결과

1) 누설부위 확인

원자로 건물(R 501) 내 냉각재 정화계통 격리밸브(3335 MV 02)와 Tee 배관 

연결용접부에서 미량 누설 확인

2) 발전소 정지후 비파괴 검사 수행

- 자분탐상검사(MT) : 용접부(Finial Pass) 표면에 약 24 mm 균열발견

- 방사선투과시험검사(RT) : 밸브측 용접부에 약 98 mm의 균열발견

- 내부 액체침투 탐상시험 (PT) : 밸브측 용접부 상단에 약 91 mm의 균열 

발견

(다) 파손부위의 용접이력

처음(root)과 두 번째는 GTAW, 나머지는 SMAW로서 WPS-WS2-92-002에 

따라서 용접을 수행하 다. 용접에 사용된 용접봉은 GTAW는 ER70S-6, SMAW

는 E7016을 사용하 다. 

(라) 균열 발생부위의 육안관찰

균열이 발생한 부위를 절단하여 균열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한 것을 Fig. 

3-2-18∼3-2-19에 나타내었다.

균열은 관내부에서 발생하여 외면으로 성장하 다. 내면에 부식생성물은 없으

며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pit나 균열은 없었다. 균열은 밸브쪽 weld root 부위에

서 시작하여 표면쪽으로 성장, 관통하 다. 배관 내면을 PT 점검한 결과 top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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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밸브쪽 weld root 부위 전체의 약 35% 정도에 걸쳐 균열이 존재하 다. 

표면균열의 크기는 24 mm이고 내부균열의 크기는 91 mm이었다.

(2) 월성 2호기 정화계통 격리밸브 용접부의 파손원인 분석

(가) 파단면 관찰 

1) 광학현미경 관찰

관통균열이 용접부를 따라서 전파한 파단면은 붉은 녹들이 덮여 있었으며, 저

배율로 촬 한 것을 Fig. 3-2-20에 나타내었다. 파면에서는 beach mark가 관찰되

었고 beach mark 곡선이 관내부에서 외부쪽으로 휘어져 있어 균열이 내부에서 

외부로 진전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beach mark의 존재는 균열의 전파

는 불연속적으로 전파하 고 반복적인 하중이 가하여졌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beach mark는 균열이 arrest 되었다가 다시 진전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파단면을 현장에서 채취한 그대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는데 beach 

mark 선단은 매우 깨끗한 형태를 나타내어서 부식생성물 등은 관찰 할 수 없었

다. 균열이 관통되는 끝부분에서도 균열이 arrest된 부분이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tearing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균열이 시작하는 부분의 사진을 Fig. 3-2-21에 나타내었다. 균열의 시작부에는 

약 200 ㎛ 깊이의 취성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불연속선들로 보이는 부

분들은 500∼1000 ㎛ 깊이로 균열의 진전방향으로 침투하 다. 이들 불연속상에서

는 용접재 성분과 다른 특정한 이상원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파면의 중간부분에서는 Fig. 3-2-22와 같이  20∼50 ㎛ 정도의 좌우로 띠형태

의 고응력 저주기 crack arrest line이 관찰되었다. 균열의 전파방향으로 2차 균열

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용접비드 관찰

용접부와 모재의 용접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배율로 용접비드를 관찰한 

것이 Fig. 3-2-23이고 SEM으로 관찰한 것이 Fig. 3-2-24이다. 용접접합부는 용

접에 의한 균열이나 undercut은 관찰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용접이 잘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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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화살표 부분에서는 개재물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이 

전파한 방향으로도 균열이나 undercut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미세조직 관찰

파단면의 직각방향으로 절단하여 절단면을 연마한 후 nital로 부식시킨 후 용접

부, 열 향부, 모재(Tee)를 광학현미경으로 저배율 관찰한 결과가 Fig. 3-2-25이

다. 용융선은 V-notch 형태를 나타내었고 slag inclusion은 관찰되지 않았다. Tee

와 모재를 용접시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용접방법을 사용하 는데 두 용접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균열이나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용접부에서 개재물의 존재는 

관찰 할 수 없었다.

 관통균열이 시작되는 용접 root와 모재 용접접합부에서는 용접조직과 다른 미

세조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backscatter mode로 나타내고 

화학성분을 분석한 것을 Fig. 3-2-26에 나타내었다.

Fig. 3-2-26에서는 균열시작부에서의 상이 용접부의 상과 다르다는 것을 뚜렷

이 나타내고 있다. 이들 상에서 철과 산소가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부터 철산화물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산화물은 균열시작점에서는 200 ㎛ 정도의 깊이를 나타

내고 있고 내부에서는 500 ㎛ 정도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Tee 측면에서 모재

와 용접부가 만나는 곳에서도 용접과 모재와의 미세조직이 다르고 또한 상도 다

른 개재물이 관찰하여 성분 분석한 것을 Fig. 3-2-27에 나타내었다. 이 상에서도 

철과 산소가 다량 검출되는 것으로부터 이 상도 철산화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용접부내에서와 열 향부, 모재(Tee)에서의 미세조직을 확대하여 나타내면 Fig. 

3-2-28과 같다. 희게 보이는 것이 페라이트, 검게 보이는 부분이 pearlite로서 특

별히 이상한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다. 

(라) 재료의 성분분석

사용된 Tee, 용접부의 화학성분을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로 

측정한 결과를 Fig. 3-2-29에 나타내었다. 모든 부분에서 이상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사용된 재료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경도측정

용접부를 절단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후 용접부, 열 향부, 모재의 경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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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경도는 작용하중 200g으로 Vickers 경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경

도측정 결과 모재부는 145∼160 Hv, GTAW 용접부에서는 165∼175 Hv, SMAW 

용접부에서는 180∼195 Hv의 값을 나타내었다. 용접부가 열 향부와 모재보다는 

경도가 높고 용접부에서도 GTAW보다는 SMAW의 경도가 높았다.

(3) 파손원인에 대한 고찰

(가) 재료의 성분과 미세조직

사용된 Tee, 용접재료의 성분을 EDS로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이상 성분은 검

출되지 않았고 미세구조를 관찰하여도 정상적인 조직을 나타내었다. 개재물이나 

제2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사용된 재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용접건전성

용접은 모재에 비교적 잘 용착되어 있으나 용접접합부에서 개재물이 부분적으

로 존재하 다. 또한 용접접합부에서 산화물이 존재하여 이것이 균열로는 성장하

지는 않았지만 균열생성 장소로는 아주 유효한 장소를 제공하 다고 판단된다. 

(다) 피로균열의 생성

피로균열의 시작부는 용접 root와 모재 경계부 다. 용접경계부에서는 미세구조

와 상이 다른 약 200 ㎛ 크기의 철산화물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산화물이 용접

경계부에 전반적으로 분포하여 균열의 생성에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로균열의 전파

Beach mark와 같은 crack arrest의 존재는 균열의 불연속적으로 진전하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균열의 전파

는 피로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하여 용접부를 

관통하여 외부로 전파하 다. Beach mark가 전반적으로  좌우에서 균등하게 진

전하고 있고, 균열시작부에 어떤 특정한 균열생성 장소가 보이지 않았으며, 2차 

균열 등도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특정 균열이 존재하여 이것이 전파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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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로파괴의 응력원

피로균열의 생성과 전파를 위해서는 어떤 임계값 이상의 응력이 작용하여야 한

다. MV2에서는 220℃정도의 물과 약 40℃의 물이 섞이는 곳이므로 온도차에 의

해서 열응력이 발생하고, 이 열응력은 냉각수의 유량차이에 의한 온도변화에 의해

서 반복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상적인 가동조건에서는 냉각수의 유량변화가 적

어서 온도차가 작게 발생하고 핵연료의 교체 시에는 냉각수의 유량변화가 심하여 

온도차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한 반복 열응력이 

notch 효과가 존재하는 용접 root와 모재경계부에 집중되었고, 경계부에 존재하는 

산화물은 균열생성을 촉진시켰다. 생성된 균열은 정상가동조건에서는 낮은 응력의 

고주기 피로가 발생하여 1 ㎛ 이하의 striation이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되고, 핵연

료 교체 시에는 높은 응력의 저주기 피로가 발생하여 20∼50 ㎛ 크기의 crack 

arrest line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용접부, 모재, 열 향부 등의 미세조직, 성분분석, 경도측정 등을 통하여 냉각재 

정화계통 격리밸브 연결부 파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가) Beach mark 및 주기적인 crack arrest line (striation)의 존재로부터 확인

된 파단기구는 피로이다.

(나) 피로손상을 발생시킨 피로응력은 배관내부에 흐르는 물의 온도차이에 의

해서 유발되는 열응력이다.

(다) 균열생성은 용접 root와 모재 경계부에서 시작하 으며 용접 root부와 모

재 접합부의 내면 초기에서 200 ㎛ 크기의 산화물에 의해 촉진되었다. 균열

의 성장은 낮은 응력의 고주기 피로와 높은 응력의 저주기 피로가 동시에 

작용하여 20 ㎛ 이상의 crack arrest line을 발생시켰다.

(라) 사용된 재료의 화학조성과 미세조직에서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마) 용접부에서 용접root부와 용접접합부 초기의 산화물을 제외한 용접결함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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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e Valve

GT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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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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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균열

(a) 

Top

Bottom

내면 균열검출 (91 mm)

외면 균열검출 (24 mm)

내면외면

균열이 전파한 면

Top

Bottom

내면 균열검출 (91 mm)

외면 균열검출 (24 mm)

내면외면

균열이 전파한 면

(b)

Fig. 3-2-18. Sketch of through-wall crack ; (a) Path of through-wall crack 

propagation, (b) Position and size of through-wal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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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Observation of weldment fracture surface.

Fig. 3-2-20. Fracture surface of through-wal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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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SEM observation at crack initiation site of weldment.

Fig. 3-2-22. Crack arrest line on fracture surface of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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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Optical observation of weldment bead

Fig. 3-2-24. SEM observation of weldment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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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Microstructure of perpendicular to fracture surface of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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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Microstructure and chemical analysis at crack initiation site 

between tee and weldment ; Green (Fe), Yellow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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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Microstructure and chemical analysis at joint between tee and 

weldment ;Green (Fe), Yellow (O), Re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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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Microstructure of tee, HAZ, and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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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Chemical analysis of tee, HAZ, and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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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FB의 IASCC 손상정보 분석, 미캐니즘 이해 및 고리1호기 사례분석

가. 가동중 원전 노내 부품 (PWR Baffle Former Bolt) 손상원인 규명

- 가압경수로 구조물 Baffle에 고정된 Bolt의 균열 및 전단결함 파악. 현재 가

동중인 전세계 PWR에서 BFB의 결함이 발견됨. 정비 및 교체가 수행되지

만, 결함 빈도수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 고리 1호기에서도 BFB의 균열을 

발견하 지만, 아직까지는 기기의 건전성 및 발전소 운전 안전성에 향이 

미약함.

- 고리 1호기 BFB는 cold-worked stainless steel 316으로 제작되어 있고, 한국

표준형은 core barrel과 baffle plate을 연결하며 용접되어 있음. 노심과 근접

하여 있으며, 항상 고온의 냉각수와 접촉하고 있음. BFB는 IASCC 

(Irradiation-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에 의한 파손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음.

- 노심으로부터의 방사선(주로 중성자, gamma선 등)은 재질의 성질을 변화시

킴; 조사취화, 조사경화, RIS (Radiation-Induced Segregation). 용접구조물은 

모재의 성질보다 기능이 저하되며, 잔류응력의 존재는 구조물의 잠재적인 결

함요인. 냉각수내의 방사선에 의하여 생성된 여러 이온, 라디칼 등은 부식 

환경을 조장시킴.

- IASCC 모델은 궁극적으로 균열의 진전속도를 예측해야함. IASCC의 손상기

구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PWR 환경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손상에 

기반을 둔 모델은 아직 없음. 실험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경험적인 

모델의 개발이 바람직함.

나. IASCC 실험 데이터 입수 및 분석

- IASCC 실험연구는 국내에서 실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OECD/HALDEN Project의 실험데이터를 입수, 검토하고 있음. HALDEN 연

구용 원자로내부에 장치를 제작하여 in-pile SCC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 

BWR 환경뿐 아니라 PWR조건에서도 SCC테스트가 가능함 - 두 조건의 주

된 차이점은 냉각수 화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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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R환경 SCC 테스트 (IFA-657) 결과 및 BFB 균열성장과의 연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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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저팽윤.고온용 개량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1. 600oC, 130 MPa급 FMS강의 최적조성 및 최적공정 확립

가. 합금원소 제어에 따른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 특성 평가

(1) 질소 첨가의 향 평가

(가) 합금 설계

HT9M강의 크리프 특성을 개량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합금원소 중 안정한 

질화물을 형성하는 원소인 질소 함량을 0.10 wt%까지 증가시킨 재료를 설계

하 다. 재료의 화학조성은 아래의 Table 3-3-1과 같다. 

(나) 미세조직 변화

Fig 3-3-1에 각 재료의 투과전자현미경 조직을 나타내었다. 질소가 첨가되

지 않은 N00강은 같은 템퍼링 온도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전위가 회복을 일으

켜 아결정립을 형성하 고, 래스 경계가 소멸되어 있었다. 그러나 질소가 첨

가되면 전위의 회복이 지연되고, 아결정립의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N08강은 800oC에서 템퍼링하 을 때에도 마르텐사이트 래스 조직을 유지

하고 있었다. 즉 질소가 첨가됨에 따라 템퍼링 저항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템퍼링 저항성이 향상되면 더 높은 온도에서의 템퍼링이 가능해지고, 

더 높은 온도에서 템퍼링하면 더욱 안정한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다. 안정한 

미세조직은 크리프 변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크리프 파단 강도의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질소가 첨가된 강에서 크리프 파단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소 함량에 따른 래스 폭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N08강에서 가장 작은 래스 폭을 가지고 있었다. 이 래스 폭도 크리프 파단 

강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N08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

가 다른 강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 기계적 특성 시험 결과

① 경도 변화

각 재료에 대해 경도 값을 측정하여 Fig. 3-3-2에 나타내었다. 질소가 첨

가되면 경도가 증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질소함량에 따라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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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질소함량이 0.05 wt.%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

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② 인장특성 변화

Fig. 3-3-3은 상온에서의 인장 특성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항복강도와 인

장강도는 N08강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질소함량이 가장 높은 

N10강에서는 오히려 강도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prior austenite 입자 

크기의 증가와 조대한 석출물 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신율은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③ 충격특성의 변화

Fig. 3-3-4에 충격특성을 나타내었다. N00강과 N02강의 upper shelf 에너

지는 약 225 J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고, 질소함량이 증가된 N05, N08, N10

강의 upper shelf 에너지는 약 160 J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에

서 연성-취성 천이 온도는 모든 시편에서 약 -30oC 이하로 모두 낮은 천이 

온도를 나타내어 우수한 충격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크리프 특성 변화

크리프 시험은 약 13000시간까지 수행되었고, 현재 장시간 크리프 시험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Fig. 3-3-5는 현재까지 파단된 시편에 대한 600
oC에서

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질소의 첨가로 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

가 크게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000시간 이내의 단시간 측에서는 N05

강이 높은 크리프 파단 강도를 나타내었으나, 크리프 파단 시간이 길어지면서 

N08강의 크리프 파단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시간 측에서는 

N08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3-3-6은 650oC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질소함량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0oC에서 높은 크

리프 파단 강도를 나타내었던 N05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많이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N08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단시간에서부터 높은 값을 가지

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약 13000시간 정도까지의 크리프 파단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장시간 크리프 파단 강도를 예측하는 한 방법인 Larson-Miller 인자를 사용

하여 각 재료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예측하 다. Fig. 3-3-7에서 보면 N0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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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은 크리프 파단 강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N08강의 경우

에 600oC, 105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는 약 130 MPa 정도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인장, 충격, 그리고 크리프 특성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600oC, 105 시

간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130 MPa 정도인 N08강을 고온∙저팽윤 마르

텐사이트강 1차 후보 합금조성으로 선정하 다. 그 합금 조성은 아래 Table 

3-3-2와 같다.

(2) Al 첨가의 향 평가 

(가) 합금 설계

저탄소강의 경우 Al을 첨가하면 AlN를 형성하고, 이것이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여 저탄소강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질소를 다량 첨가한 마르텐사이트강에 Al을 첨가하 다. Al은 

0.02 wt.%의 질소와 반응할 수 있는 양으로 약 0.036 wt.% 첨가하 다. 첨가

한 Al이 질소와 반응하여 AlN을 형성시키면, 이 석출물이 크리프 변형 시에 

전위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크리프 파단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다. 개량한 합금 조성은 Table 3-3-3과 같다. 여기서 N08Al

은 질소함량이 0.08 wt.%인 강에 Al을 첨가한 것이고, N10Al은 질소함량이 

0.10 wt.%인 강에 Al을 첨가한 것이다. NF12는 실험실 수준에서 개발된 마르

텐사이트강 중에서 크리프 파단 강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 되고 있는 재

료로서 새로운 합금과의 비교를 위해 제조하 다. 모든 재료는 통상의 열처리 

조건인 1050oC에서 1시간 normalizing하 고, 750oC에서 2시간 템퍼링하 다.

(나) 미세조직

Normalizing 처리후에 FMS강에 생성되는 석출물을 Fig. 3-3-8에 나타내

었다. Al을 첨가하지 않은 강의 경우 normalizing한 후에 원형의 Nb(C,N) 석

출물만 분해되지 않고 석출하고 있었으나, Al을 첨가한 강에서는 Nb(C,N) 외

에 미세한 침상의 Al-rich 석출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석출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 정확한 석출물의 종류는 알 수 없었고, 단지 TEM에 부착된 EDS를 통

해 Al이 포함된 석출물이라는 것만 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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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격특성

Fig. 3-3-9는 템퍼링 온도에 따른 충격흡수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

로 N08Al강과 N10Al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NF12강에 비해서

는 우수한 충격특성을 보 다. N08Al과 N10Al강에서는 800oC에서 템퍼링한 

경우 충격흡수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Ac1 온도가 이 보다 낮기 때문

에 일부 마르텐사이트가 오스테나이트로 변태를 일으켜서 템퍼링되지 않은 

마르텐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Al 첨가에 따른 변화를 

보면 (Fig. 3-3-10) N08과 N10강 모두 Al을 첨가하 을 때 충격흡수에너지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DBTT 측정 결과를 아래 Fig. 3-3-11에 나타내었다. Al을 첨가하여도 

upper shelf 에너지와 연성-취성 천이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NF12강은 upper shelf 에너지가 약 150 J 정도로 낮았으며, 연성-취성 천이

온도도 상온 이상으로 나타났다. NF12강이 크리프 파단 강도는 우수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나, 우수한 충격특성이 요구되는 부품에의 적용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인장특성

Fig. 3-3-12에 N08Al강의 인장특성을 나타내었다. 질소함량이 0.08 wt.%인 

강에서는 Al 첨가에 따른 인장특성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

것은 N08강에 첨가한 Al이 질소와 반응하여 AlN을 형성함으로서 V이나 Nb, 

Cr 등과의 질화물 형성이 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질소가 

이 보다 많은 0.1 wt.% 첨가한 강에서는 (Fig. 3-3-13) 인장강도와 항복강도

가 약 10 % 정도 증가하고 있었다. 질소함량이 0.1 wt.%인 강에서는 템퍼링 

처리를 하면 조대한 Cr2N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Al을 첨가하 을 때에는 질

소의 일부가 Al과 결합하여 AlN를 형성할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세한 Cr2N이 

석출하고 있음을 관찰하 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N10강에서 강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l을 첨가한 N10강의 강도가 Al을 첨가하지 않

은 N08강의 강도보다 높지는 않았다. 향후 크리프 시험을 수행해야 Al 첨가

의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결과에서는 Al 첨가가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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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 강도 향상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텅스텐 첨가의 향 평가

(가) 합금 설계

130 MPa급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의 1차 후보 합금조성으로 선정된 

N08 (질소함량 : 0.08 wt%)강에 저방사화 합금원소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

으며, 또한 마르텐사이트강의 고용강화 원소인 텅스텐을 첨가하여 고온 크리

프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Table 3-3-4) 첨가한 텅스텐 함량은 2 

wt%와 3 wt% 다. 모든 재료는 통상의 열처리 조건인 1050oC에서 1시간 

normalizing하 고, 750oC에서 2시간 템퍼링하 다.

(나) 충격특성

Fig. 3-3-14는 충격흡수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으로 N08강에 비해 

텅스텐 첨가강에서 DBTT가 약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DBTT는 2W과 

3W강 모두에서 상온보다 낮은 온도 다. 텅스텐을 첨가하여도 upper shelf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 인장특성

텅스텐 첨가에 따른 인장특성의 변화를 Fig. 3-3-15와 Fig. 3-3-16에 나타

내었다. 텅스텐을 첨가한 강의 경우 상온에서는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증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0
oC의 고온에서는 텅스텐을 첨가하여

도 항복강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인장강도는 약간 증가하고 있었

다. 연신율은 상온과 고온 모두에서 텅스텐 첨가로 약간 감소하고 있었다.

(라) 크리프 특성

N08강에 텅스텐을 2 wt% 첨가한 2W-8N강에 대해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

여, N08강의 결과 함께 Fig. 3-3-17에 나타내었다. N08강에 텅스텐을 첨가함

으로서 크리프 파단 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텅스텐 첨가효

과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크리프 시험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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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Chemical compositions of nitrogen added FMS steels.

N   C Si Mn Ni Cr Mo V Nb P S

N00 -  0.13 0.066 0.48 0.58 10.17 1.20 0.200 0.200 <0.002 <0.002

N02 0.02  0.15 0.080 0.48 0.49 9.94 1.27 0.203 0.195 0.002 0.004

N05 0.045  0.15 0.080 0.48 0.50 10.0 1.28 0.205 0.204 0.002 0.004

N08 0.079 0.15 0.061 0.47 0.45 10.01 1.29 0.200 0.210 0.001 0.001

N10 0.093 0.14 0.062 0.48 0.47 9.96 1.27 0.200 0.200 0.001 0.001

Table 3-3-2 Chemical compositions of 1st candidate FMS steel.

N   C Si Mn Ni Cr Mo V Nb P S

N08 0.079 0.15 0.061 0.47 0.45 10.01 1.29 0.200 0.210 0.001 0.001

Table 3-3-3 Chemical compositions of Al added FMS steels.

C Si Mn Ni Cr Mo V W Nb N Al B Co

NF12 0.08 0.20 0.507 - 10.98 0.21 0.203 2.73 0.061 0.055 -
0.004

1
2.58

N08Al 0.151 0.089 0.481 0.441 10.0 1.27 0.202 - 0.210 0.083 0.036 - -

N10Al 0.161 0.12 0.479 0.467 10.09 1.28 0.220 - 0.200 0.10 0.030 - -

Table 3-3-4 Chemical compositions of W added FMS steels. 

C Si Mn Ni Cr Mo V W Nb N

2W-8N 0.15 0.095 0.43 0.47 10.06 0.51 0.20 1.95 0.19 0.083

3W-8N 0.15 0.082 0.44 0.46 10.01 - 0.20 3.07 0.19 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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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 TEM morphology of FMS steels with nitrogen content 

 and temp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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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Change of Vickers hardness with nit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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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3. Change of tensile properties with nit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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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4. Change of impact properties with nit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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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 Change of creep rupture strength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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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6. Change of creep rupture strength at 6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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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Prediction of 105 h creep rupture strength at 600oC 

using Larson-Miller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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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Al-rich and NbC precipitates formed in Al added FMS 

steels.

 

    

        

       

 



- 307 -

Fig. 3-3-9. Change of impact absorbed energy with tempering 

temperature in Al added FM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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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Change of impact absorbed energy with Al 

addition in FM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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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Change of DBTT with Al addition in FM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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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Change of strength with Al addition in N08 steel.

 

500 600 700 800 900
400

600

800

1000

1200

St
re

ng
th

 (M
P

a)

Tempering Temperature (oC)

 N08Al, YS
 N08, YS
 N08Al, TS
 N08, TS



- 311 -

Fig. 3-3-13. Change of strength with Al addition in N10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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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Change of DBTT with addition of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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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5. Change of strength with addition of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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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6. Change of elongation with addition of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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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Change of creep rupture strength with addition of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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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처리 공정 제어에 따른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 특성 평가

마르텐사이트강의 크리프 특성은 미세조직과 매우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템퍼링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안정한 미세조직이 형성되지 못하여, 고

온에서의 크리프 변형중에 석출물들이 용이하게 조대화되어 크리프 파단 응

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능한 높은 온도에서 템퍼링 처리

하는 것이 일반화된 열처리 공정이다. 이에 따라 합금 설계시에 미세원소 중

에서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를 첨가하여 Ac1 온도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료의 화학조성에 따라 각 템퍼링 온도에 따라 형성되는 석출물의 

종류가 변화하며, 또한 생성된 석출물들의 안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안

정한 석출물을 형성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통상 석출물 중에서 Cr2N은 준 

안정상으로 템퍼링 온도가 증가하면 M23C6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질소를 많이 첨가한 N08강에 대한 고온 크리프 시험 결과에서 보면, 

여러 석출물 중에 Cr2N이 크리프 변형 중에도 크게 성장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Cr2N의 거동에 주목하여 가능한 Cr2N을 미세하고 균일하게 

석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질소함량이 0.08%인 마르텐사이트강

에서 Cr2N은 500oC부터 750oC까지의 넓은 템퍼링 온도 범위에서 석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템퍼링 온도가 높아지면 석출된 Cr2N이 조대화되는 

경향을 보 다. 통상의 템퍼링 온도는 750
oC이나, 이 온도에서 석출된 Cr2N이 

상당히 조대하 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1차 템퍼링을 하여 미

세한 Cr2N을 석출시킨 후에 750oC에서 짧은 시간 템퍼링하여 전체 미세조직

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 다. 예비 실험으로서 질소함량이 0.08wt.%인 

N08강을 대상으로 4가지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고 템퍼링하 다. 각 조건에서 

템퍼링한 시편에 대해 경도와 충격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아래의 

Table 3-3-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충격특성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

도 값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4번 열처리 조건인 700oC에서 2시간 템퍼링한 

후에 750oC에서 1시간 템퍼링하는 공정을 후보 열처리 공정으로 선정하고 이 

공정에 따라 템퍼링한 시편으로 크리프 파단 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현재 많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 으나, 이 조건에서 

열처리된 시편은 단시간 크리프 시험 결과에서는 크리프 파단 수명이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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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 처리 조건에서 얻은 수명에 비해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18) 이러한 효과가 장시간 시험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장시간 크리프 파단 시험을 수행하 다. 가해진 응력이 160 MPa인 경우 

현재 약 13,000시간 시험 중에 있다. 

또한 텅스텐을 첨가한 강에 대해서도 최적 2단 열처리 공정을 확립하기 위

한 예비실험을 수행하 다. 1차 예비시험으로 1단계 템퍼링을 700oC에서 2시

간에서 4시간까지 변화시키며 수행하고, 2단계 템퍼링을 750oC와 780oC에서 1

시간 수행하 다. (Table 3-3-6) 1차 예비시험에서 적절한 충격흡수에너지 

(약 120-130 J)를 갖는 열처리 조건을 찾지 못하여 2차로 예비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Table 3-3-7에 나타내었다. 2차 예비시험에서는 1단계 텀퍼

링 온도를 700oC로 하 고, 시간을 2시간과 3시간으로 변화시켰다. 2단계 템

퍼링은 온도를 760oC에서 780oC까지 변화시켰다. 이러한 열처리를 한 시편에 

대해 충격과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특성과 충격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열처리 조건을 700
oC x 3 h + 760oC x 1 h 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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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Change of impact absorbed energy and hardness with 

2-step tempering conditions.

열처리 조건 충격 흡수에너지 Vickers 경도

통상조건 : 750oCx2hr 137J 265

1. 650oCx2hr+750oCx0.5hr 105J 284

2. 650oCx2hr+750oCx1hr 130J 282

3. 700oCx2hr+750oCx0.5hr 113J 283

4. 700oCx2hr+750oCx1hr 131J 282

Table 3-3-6. 1st preliminary test results for establishing 2-step 

tempering condition of W added steels.  

Normalizing 1st tempering 2nd tempering 충격값(J) 인장강도

2W-8N

1050℃/1hr 700℃/2hr 750℃/1hr 101.7 910.3

700℃/3hr 108.5 899.4

700℃/4hr 113.3

700℃/3hr 780℃/1hr 149.3

3W-8N

1050℃/1hr 700℃/2hr 750℃/1hr 98.0 913.7

700℃/3hr 99.5 907.8

700℃/4hr 101.0

700℃/3hr 780℃/1hr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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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 2nd preliminary test results for establishing 2-step 

tempering condition of 2W-8N steel.

Normalizing 1st tempering
2nd 

tempering
충격값(J) 인장강도 항복강도

2W-8N

1050℃/1hr 700℃/2hr 760℃/1hr 114.3 625.0 848.0

770℃/1hr 127.0 603.0 836.0

780℃/1hr 142.0 583.7 824.3

1050℃/1hr 700℃/3hr 760℃/1hr 123.5 633.9 851.9

770℃/1hr 130.5 606.4 794.6

780℃/1hr 149.3 621.7 778.6

Fig. 3-3-18. Creep rupture strength of FMS steel after 2-step 

temp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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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강화 미캐니즘 규명 및 재료규격 설정 

가. 장시간 시효에 따른 특성 변화

(1) 서언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의 경수로에 비해 가동 온도와 압력이 높기 때문에 

피복관과 노심 구조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과 미세

조직 안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시

효의 향은 마르텐사이트강이 차세대 원자로에서 사용될 때의 거동을 이해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마르텐사이트강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에 미치는 열시효의 향을 검토하 으며, 또한 미소 첨가원소로서 마르텐사

이트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텅스텐과 질소가 시

효 중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2)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한 재료는 10Cr-1Mo강과 이 재료에 텅스텐을 첨가한 강

(10Cr-MoW), 그리고 질소를 첨가한 강(10Cr-MoN)이다. 모든 시편은 1050oC

에서 1시간 노말라이징하 고, 750oC에서 2시간 템퍼링하 다. 이후 600oC에

서 최대 20,000시간까지 시효처리하 다. 시효 처리후 미세조직과 석출물 변

화를 관찰하 다. 재료의 인성은 Charpy 충격시험을 통하여 측정하 다. 

Vickers 경도는 상온에서 10회 측정하여 평균하 다. 그리고 인장특성은 

Indentation-typed tensile testing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미세조직 변화

열 시효에 의해 일어나는 주요 미세조직 변화에는 새로운 석출물의 생성, 

기존 석출물의 성장 그리고 기존 석출물의 분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600oC에서의 열 시효에 의해 MX와 같은 기존 석출물의 분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효 중 탄화물, 주로 M23C6의 성장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Fig. 

3-3-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 석출물은 600oC에서 20,000시간 시효하여도 

거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모든 시험 재료에서 템퍼링 처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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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성된 석출물들이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텅스

텐이나 질소를 첨가한 강에서 특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텅스텐이나 질소가 템퍼링 처리할 때에 생성된 석출물의 열적 안정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20에 석출물의 TEM 사진을 나타내었다. 사진에서 조대하게 석출

되어 있는 것(화살표로 표시)은 모두 Laves 상이다. 이와 같이 마르텐사이트

강에서는 600oC에서의 열시효시에 많은 Laves 상이 형성된다. 이 Laves 상은 

구 오스테나이트 입자와 마르텐사이트 래스 경계에 있는 M23C6 주위에 형성

된다. Laves 상의 분포와 형태는 모든 재료에서 매우 유사하 다. Laves상은 

600oC에서 20,000시간 템퍼링한 경우에 모든 시편에서 생성되었다. Laves 상

은 텅스텐이 첨가되지 않은 강에서는 (Fe,Cr)2Mo의 형태이고 텅스텐 첨가강

에서는 (Fe,Cr)2(Mo,W) 형태이다. 텅스텐 첨가강에서 좀더 조대한 Laves 상

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약 300-400nm로 다른 석출물들에 비해 매

우 조대하 다.

Fig. 3-3-21에 각 재료에서 추출한 석출물의 양을 나타내었다. 템퍼링한 

상태에서 석출물 무게는 C+N 함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텅스텐 첨가강에서 석

출물 무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M23C6의 M에서 Fe와 Cr이 텅

스텐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이다. 석출물의 무게는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텅스텐 첨가강에서 석출물의 증가가 현저하 다. M23C6

와 Nb(C,N)과 같은 석출물의 성장은 Ostwald ripening에 의해 일어나지만, 

이러한 석출물의 부피분율은 시효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시효에 따른 석출물 무게의 증가는 주로 Laves 상의 형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텅스텐 첨가강을 600oC에서 20,000시간 시효시키

면 석출물 함량이 1.8 wt.% 정도 증가하 으나, 10Cr-Mo 강에서는 약 0.6 

wt.%만 증가하고 있었다. 이 결과에서 텅스텐이 Laves 상의 생성량을 증가시

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질소 첨가는 열 시효 중 석출물 함량의 증

가에 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온에서의 열 시효에 의해 전위의 재배열과 소멸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전위의 재배열로 새로운 아결정립이 형성되어 전위 셀 크기가 감

소하고, 이 아결정립의 성장이 일어난다. 그러나 600oC에서 20,000시간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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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시킨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재료에서 아결정립의 형성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

효시간에 따른 마르텐사이트 래스 폭의 변화를 보면 (Fig. 3-3-22), 모든 시

험 재료에서 마르텐사이트 래스 폭이 시효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다. 그

러나 래스 폭의 증가는 석출물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크지 않았다. 텅스텐을 

첨가한 강에서의 래스 폭 증가가 다소 작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조대하기

는 하지만 많은 양의 Laves 상이 래스 경계에 석출하여 래스 성장을 억제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질소는 래스 폭에 변화에 별다른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래스 크기 분포는 템퍼링 상태에서는 매우 균일하 다. 그러나 

20,000시간 시효시켰을 때는 약 1500nm까지 성장한 래스들도 일부 존재하기

는 하 으나, 대부분의 래스들이 템퍼링하 을 때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마르텐사이트 래스는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기계적 특성 변화

Fig. 3-3-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템퍼링 상태에서 10Cr강의 경도는 텅스텐

과 질소의 첨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600oC에서 장시간 시효시켜

도 경도 값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Laves 상이 석출하면 경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와 같이 장시간 시효에서는 Laves 상

의 석출과 함께 전위의 회복과 석출물의 조대화가 일어나 경도 값에는 변화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ndentation-typed Tensile Test System(AIS 2000)을 이용하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값을 얻을 수 있으나, 연신율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이 시험

과 일축 인장시험 결과와의 차이는 약 +5% 정도 다. AIS 2000을 이용하여 

측정한 인장시험 결과를 Fig. 3-3-24에 나타내었다.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시효에 따라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개량 9Cr-1Mo 강에서는 

600
oC 이상의 고온에서 시효시킨 경우에 석출물의 조대화와 회복으로 인해 

강도의 감소와 연신율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온에서 장

시간 시효처리하 을 때, 전위 도가 크게 감소하고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에

서 회복이 나타나고 있으나 10Cr강의 강도는 변화하지 않고 있어 Laves 상의 

생성이 재료의 강화에 어느 정도 좋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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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장 특성의 변화는 미량첨가 원소인 텅스텐과 질소에 의해 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마르텐사이트강의 충격특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구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 크기와 강도가 있다. 텅스텐이나 질소를 첨가하지 않은 10Cr-Mo강은 

템퍼링 상태에서 가장 높은 충격흡수에너지 (200 J)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텅

스텐 첨가강과 질소 첨가강의 충격흡수에너지는 이 보다 낮은 약 150J 정도

으며 두 재료는 비슷한 충격흡수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Fig. 3-3-25에서 

보면 충격흡수 에너지는 시효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텅스텐 첨가강과 

텅스텐을 첨가하지 않은 강에서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충격흡수 에너지

의 감소는 특히 텅스텐 첨가강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텅스텐 첨가강에 

비해 질소 첨가강은 짧은 시간 시효 (5,000시간, 10,000시간)에서 충격흡수에

너지의 감소 속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0oC에서 20,000시간 

시효한 후에는 3개 모든 재료에서 거의 비슷한 충격흡수에너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는 시효처리 시 충격특성의 감소가 구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과 마르텐사이트 래스 입계에 석출한 탄화물의 성장으로 보고되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시효 처리 후에도 탄화물의 성장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반면에 텅스텐 첨가강에서는 상당량의 Laves 상이 생성

되고 있어 충격흡수에너지의 감소가 주로 Laves 상의 생성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텅스텐이 첨가되지 않은 강에서는 석출물과 마르텐사이트 

래스 폭의 성장, 그리고 Laves 상의 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충격인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질소 첨가로 템퍼링 상태에서의 충격흡수에너지는 감

소하고 있었으나, 장시간 시효 처리 시에는 질소를 첨가하지 않은 10Cr-Mo

강과 비슷한 충격흡수에너지 변화 거동을 보여 질소 첨가가 시효처리 시에 

충격특성에 나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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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Change of precipitate size with aging at 600oC in 

FM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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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TEM morphology of precipitates formed after aging  at 

600
oC in FMS steels.

: Laves phase: Laves phase: Laves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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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Change of precipitate weight with aging at 600oC 

in FMS steels.  

0 5000 10000 15000 20000
1

2

3

4

5

6
Pr

ec
ip

ita
te

s 
W

ei
gh

t (
w

t%
)

Aging Time (hr)

 10Cr-Mo
 10Cr-MoW
 10Cr-MoN

 



- 327 -

Fig. 3-3-22. Change of martensite lath width with aging at 

600oC in FM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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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Change of Vickers hardness with aging at 600oC in 

FM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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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Change of strength with aging at 600oC in FM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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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Change of impact absorbed energy with aging at 

600
oC in FM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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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속압입시험기를 이용한 인장특성 평가

(1) 특징 

연속압입시험기(AIS 2000)는 소형의 시편(두께가 3mm 이상이면 가능)을 

이용한 압입시험을 통해 재료의 인장특성을 얻을 수 있는 장비이다. 궁극적으

로 이 장비는 조사시험한 시편의 인장특성을 얻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

다.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 캡슐 내에 장입할 수 있는 시편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편을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조사 특성자료를 얻는 것

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속압입시험기를 이용하면 기존의 인장시편을 조사

시키지 않고 소형의 시편만을 조사시킨 후에도 동일한 인장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시험 방법

연속압입시험기를 시험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속압입시

험기는 원형의 볼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시편에 하중을 가하는 것이다. 

마치 경도 시험과 유사하다. 시험은 몇 개의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이클은 하중인가, 하중유지, 하중제거, 하중유지의 4단계로 구성된다. 사이

클은 최대 25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Fig. 3-3-26에 나타난 

것과 같은 유동곡선을 얻을 수 있다. 유동곡선에 나타나는 한 점은 한 사이클

에서 얻은 데이터이다. 이 유동곡선을 분석하면 해당 재료의 항복강도와 인장

강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3) 신뢰성 시험

우선 연속압입시험기에 얻어진 인장특성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1축 인장시험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얻어진 인장특성과 연속압입시험

기에서 얻어진 인장특성을 비교하 다. 아래 Fig. 3-3-27과 3-3-28에 그 결과

를 나타내었다. 여러 마르텐사이트강에 대한 시험 결과 항복강도는 두 시험법

에서 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인장강도는 연속압

입시험기의 결과가 1축 인장시험기 결과에 비해 수%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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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템퍼링 온도를 달리한 재료에 대해서도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

과를 Fig. 3-3-29에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는 앞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항복

강도는 잘 일치하고 있었으며, 인장강도는 연속압입시험에서 약간 낮은 값을 

보 다. 이상의 신뢰성 시험 결과로부터 연속압입시험기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히 재료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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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Flow curve obtained using A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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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Comparison of yield strength obtained by AIS 200 

and uniaxial tensile tes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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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Comparison of tensile strength obtained by AIS 200 

and uniaxial tensile tes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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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Comparison of strength obtained by AIS 200 and 

uniaxial tensile test machine (change temp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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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리프 변형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화 평가

(1) 미세조직 변화

질소를 0.08 wt% 첨가한 재료에서 크리프 파단 강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

로 밝혀진 크롬 탄질화물(Cr2X)에 대하여 장시간 크리프 파단과 장시간 시효

시킨 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 3-3-30에 나타내었다. 우선 

템퍼링 상태에서의 석출물 거동을 보면 미세한 긴 막대 모양의 크롬 탄질화

물이 750oC에서 2시간 템퍼링하 을 때 마르텐사이트 내부에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재료를 600oC에서 5,000시간 시효하 을 때에도 크롬 탄

질화물은 분해되지 않고 석출하고 있었으며, 일부 조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600oC에서 13,000여 시간 크리프 변형시킨 경우에도 크롬 

탄질화물이 분해되지 않고 석출하고 있었다.

또한 2단 템퍼링한 N08강에서의 크롬 탄질화물 석출 거동에 대해서도 조

사하 다. (Fig. 3-3-31) 2단 템퍼링한 상태 (700
oC x 2 h + 750oC x 1 h)에

서도 1단 템퍼링 상태에서와 유사하게 마르텐사이트 래스 내부에 긴 막대형

의 크롬 탄질화물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이 석출물은 600oC에서 8,700 시간 

크리프 변형해도 분해되지 않고 석출하고 있었다. 크롬 탄질화물의 시효나 크

리프 변형 중 크기 변화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이 보다 정확한 크롬 탄질화

물의 거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나, 투과전자현미경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석

출물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시효 및 크리프 변형에 따라 석출물의 화학조성이 변화하는 것을 TEM에 

부착되어 있는 EDS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 750oC에서 2시간 템퍼링한 시편

과 이것을 시효시킨 시편, 그리고 크리프 변형시킨 후의 시편에 대해 Cr2X와 

M23C6 석출물의 화학조성 변화를 아래의 Table 3-3-8과 3-3-9에 나타내었다. 

Cr2X 석출물의 경우 시효나 크리프 변형에 따라 Fe와 Mo 함량이 감소하고 

V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에 따라 Cr/V 비가 6.25에서 4.76으로 

감소하 다. 반면에 M23C6 석출물의 경우에는 시효시키거나 크리프 변형시킨 

경우에 M23C6 석출물 내에 크롬 함량이 증가하고, 철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템퍼링한 상태에서는 Cr/Fe비가 2.0이었으나, 600oC에서 5,000시

간 시효시킨 경우 Cr/Fe비가 2.9 이었으며, 600oC에서 13,200 시간 크리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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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킨 경우에는 Cr/Fe비가 3.1로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2단 템퍼링한 경우

에서도 (Table 3-3-10과 3-3-11) 750oC에서 2시간 템퍼링한 재료와 동일하게 

Cr2X 석출물 내에 Fe와 Mo 함량은 감소하고 V 함량은 증가하 다. M23C6 

석출물의 경우에는 크롬 함량이 증가하고 철 함량이 감소하여 Cr/Fe 비가 2

단 템퍼링한 상태에서는 2.6이었으나, 600oC에서 8,700 시간 크리프 변형시킨 

경우에는 Cr/Fe비가 3.6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석출물 내에 크롬 함량이 높다

는 것은 고용강화 효과를 위하여 첨가한 크롬이 석출물 내로 더 많이 이동함

으로서 기지의 고용강화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시간 시

효시키거나 크리프 변형이 일어날 때 석출물 내 Cr 함량의 증가는 기지 연화

를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할 수 있다. 

그리고 크리프 변형중 석출물의 성장과 전위의 회복으로 인해 마르텐사이

트 래스 폭이 감소한다. 이러한 마르텐사이트 래스 폭의 감소는 가해준 응력

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Fig. 3-3-32에서 보면 가해준 응력이 증가함

에 따라 크리프 파단이 일어날 때의 마르텐사이트 래스 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600oC와 650oC 크리프 시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크

리프 변형이 일어나는 온도와는 관계가 없이 나타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크리프 파단이 일어난 시편의 기지 강도와 마르텐사이트 래스 폭도 일

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르텐사이트 폭과 기지의 강도가 비례 관계에 있

음을 Fig. 3-3-33에서 볼 수 있다.  

(2) 인장특성 변화

크리프 변형후 기지의 강도를 연속압입시험기 (AIS 2000)를 이용하여 측정

하여 그 결과를 Fig. 3-3-34에 나타내었다. AIS 2000을 이용한 강도 측정은 

상온에서 이루어져 가해준 응력과는 절대값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크리

프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 가해준 응력과 크리프 파단이 일어날 때의 기지 강

도와 일정한 경향을 가지는데, 가해준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크리프 파단이 

일어나는 기지의 강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리프 변형이 일어나면 

기지의 연화가 일어나 기지의 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기지의 강도가 어느 

임계값 이하로 감소하면 크리프 파단이 일어날 것이다. 가해준 응력이 크면 

기지의 연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크리프 파단이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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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준 응력이 작으면, 기지의 연화가 충분히 일어난 후에 크리프 파단이 발

생하게 된다. 

연속압입시험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한 기지의 인장 특성을 고온에서

의 일축인장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고온에서의 강도로 환산하여 아래의 Fig. 

3-3-35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온에서의 강도로 환산한 경

우에도 가해준 응력의 증가에 따라 파단이 일어나는 기지의 강도는 증가하고 

있었다.

가해준 응력과 파단이 일어나는 기지의 강도와의 정량적인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각 재료에 대해 기지의 강도를 가해준 응력으로 나누어 보았다. 

(Fig. 3-3-36) 이 비는 1.35에서 2.4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가해준 응

력과 일정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가해준 응력이 커지면 이 비가 감소하고, 가

해준 응력이 작으면 이 비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크리프 변형을 일으키

는 응력이 작은 경우에는 응력이 큰 경우에 비해 기지의 연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고도 크리프 파단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3) 경도 변화

크리프 파단이 일어난 시편에 대해 경도를 측정하 다. 네킹이 일어난 부

분에서는 경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Fig. 3-3-37에는 균일 변형이 일어

난 부분에서 측정한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크리프 변형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짧은 크리프 파단 시간에서 경도

의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이후에는 어느 정도 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연

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재료, 즉 크리프 파단 강도가 작은 재료에서 경도 변화

도 크게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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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Chemical composition of Cr2X precipitate after aging 

and creep (tempering condition: 750oC x 2 hours). 

Table 3-3-9. Chemical composition of M23C6 precipitate after aging 

and creep (tempering condition: 750oC x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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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0. Chemical composition of Cr2X precipitate after aging 

and creep (tempering condition: 700oC x 2 h + 750oC x 1 h). 

Table 3-3-11. Chemical composition of M23C6 precipitate after aging 

and creep (tempering condition: 700
oC x 2 h + 750oC x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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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Morphology of Cr2X formed in N08 (a) as-tempered 

state (750oC x 2 h) (b) aged for 5,000 h at 600oC (c) crept at 600oC, 

tf=13,0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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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31. Morphology of Cr2X formed in N08 (a) as-tempered 

state (700oC x 2 h + 750oC x 1 h) (b) crept at 600oC, tf=8,7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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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Change of martensite lath width with applied stress 

during creep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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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 Relationship between martensite lath width and 

matrix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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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Relationship between applied stress and matrix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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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Relationship between applied stress and converted 

matrix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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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6. Relationship between matrix yield strength/applied 

stress and appli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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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37. Change of Vickers hardness after creep deformation.



- 350 -

제 4 절 내방사성 고기능 부가 및 복합체 재료 제조 기술개발

차세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전온도가 높아지고, 방사선 환경이 가혹화됨에 따라 고온에서 내방사선성

이 우수한 세라믹스 재료의 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항에서는 

HTGR의 구조재와 핵연료 피복재, 그리고 핵융합로의 제1벽 재료와 같은 구

조재 등을 대비한 신재료의 개발을 위해서 우수한 고온강도와 내방사선 특

성을 갖는 탄소계 및 탄화규소계 복합체 재료 개발과 관련된 기반연구 내용

과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1. 흑연 및 C/C 복합체 소재의 FGM 코팅공정 및 설계기술 개발

가. 연구 내용 및 방법

탄소계 소재의 내산화성 및 내침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기상 증착법

을 이용하여 C-C 복합체 위에 C/SiC 조성 경사층과 SiC 층을 코팅하 다. 

C/SiC 조성 경사층의 최적화를 위해 유한요소해석법 (FEM)을 이용하여 코

팅층의 두께, 조성경사층의 층수 및 조성배열, 증착온도 등을 변수로 하여 

코팅층의 잔류 열응력을 계산하고 응력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조성 경사층의 

조건을 모색하 다. 

계산된 최적 조성 경사층의 조건에 맞추어 C/SiC 조성경사층 및 SiC 층

을 알루미나 튜브가 삽입된 수평로에서 저압화학 증착법을 이용하여 증착하

다. SiC와 C의 원료가스로는 MTS (methyltrichlorosilane)와 C2H2을 사용

했고, 운반 및 희석가스로 H2를 사용했다. 조성 경사층의 증착은 1100oC 및 

1300oC의 증착온도에서 MFC를 이용해 MTS를 0에서 100 sccm으로 C2H2를 

100에서 0 sccm으로 각각 점차적으로 변화시켜가며 증착하 다. 증착두께는 

한 조성당 약 40 ㎛씩 5층의 경사기능층을 200㎛로 증착한 후 그 위에 SiC 

100 ㎛를 증착하여 총 300 ㎛가 되도록 하 다. 이때 조성 경사층의 조성 분

포 조절을 위해 SiC의 부피 분율을 코팅층의 두께 방향을 따라 VSiC(y) = 

(y/h)n  식에 근거하여 변화시켰다. 여기서 y는 코팅층 두께방향으로의 위치, 

h는 코팅층의 두께, n은 지수로서 이 값에 따라 조성 경사층의 조성분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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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달라지게 된다. 즉 n>1이면 C-rich, n=1이면 linear, n<1이면 SiC-rich

의 형태로 조성이 분포하게 된다. Fig. 3-4-1은 n=0.3, 1, 3인 경우에 대해 

조성 경사층 내에서의 조성 분포형태(line)와 실제 증착실험을 행한 조성

(symbol)을 나타낸 것이다.

C/SiC 조성 경사층과 SiC 층을 코팅한 후 C-C 복합체의 산화 저항성 시

험을 하 다. 산화저항성 시험은 알루미나 튜브가 삽입된 수평로를 이용하여 

1000oC 등온 산화 시험과  1000°∼1400°C 구간에서 반복 열충격에 의한 열

피로 시험을 행하 다. 1000oC까지 승온할 때는 Ar 가스를 흘려주었고 최종

온도에 도달한 후 N2/O2 = 80/20 혼합가스를 50 sccm의 유량으로 주입하

다. 정적 산화시험에서는 1000oC에서 5시간 동안 산화 시험을 행한 후 무게 

감소를 측정하 다. 아울러, SiC 코팅층에 형성된 균열의 폭을 측정하여 코

팅층의 균열을 통한 산소의 유효확산계수를 계산함으로써 산화시험 온도에

서 산소의 확산기구를 규명하고자 하 다. 

CVD 방법보다 단순하고 경제적인 조성 경사층을 제조하기 위해 melt 

infiltration법을 이용한 조성 경사층 제조방법을 함께 연구하 다. 이를 위해 

Si 와 TiC의 혼합슬러리를 코팅하고 Si의 용융점 이상에서 침투반응을 수행

하여 SiC+TiC+C의 조성을 갖는 조성 경사층을 제조하 다. 슬러리의 조성 

및 침투공정 조건의 최적화를 위해 Si 와 TiC의 몰비를 3 : 1, 2 : 1, 1 : 1, 

1 : 2로 조절하 으며, 이 때 사용한 Si 및 TiC 분말은 평균 입자크기가 10 

μm 이었고 MEK를 용매로 하 다. C-C 복합체를 이 슬러리에 dipping 하여 

Si 또는 Si-TiC 혼합분말이 C-C 복합체 표면에 코팅되도록 하 다. 침투공

정은 1450°∼1600°C, 30∼120 min동안 진공 분위기를 유지하여 수행하 으

며, 이 위에 CVD법으로 SiC 층을 증착하고 SiC 층의 균열양상과 내산화 특

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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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Compositional profiles by a variation of the power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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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VD법을 이용한 C/SiC 조성 경사층 개발

CVD 방법을 통한 조성 경사층의 최적화를 위해 유한요소해석법 (FEM)

을 이용하여 코팅층에 인가되는 열응력을 계산함으로써 열응력을 가장 효과

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성 경사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 다. 코팅

층의 두께, 조성 경사층의 층수, 증착온도, 조성분포 등을 변수로 하여 

ANSYS를 이용, 열응력을 계산하 다. 

(1) C/SiC 조성분포와 잔류응력

Fig. 3-4-2는 SiC 층 및 C/SiC 조성 경사층의 증착온도를 1100°C와 

1300°C로 하 을 경우에 대해 FEM을 이용하여 열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n=0.3 또는 1인 경우에는 조성 경사층을 증착하지 않고 순수한 

SiC 층만을 증착한 경우와 비교할 때 열응력이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

나 n=3인 조성분포에서는 열응력 완화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증착온도에서 상온까지의 온도차가 다름으로 인해 1100°C의 증착온도를 가

정한 경우에 전반적으로 낮은 잔류응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기초로 Fig. 

3-4-1에 나타낸 것과 같은 조성으로 조성 경사층을 제조하 다. 증착된 

C/SiC 조성 경사층의 조성 및 물리적 특성들은 계산에 의해 예측된 결과와 

잘 일치함을 지난 단계에서 확인한 바 있다.

Fig. 3-4-3과 3-4-4는 코팅층의 두께 및 조성 경사층 층수에 따라 코팅층

에 걸리는 최대 잔류 열응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코팅층의 두께가 100 

μm에서 300 μm으로 증가함에 따라 열응력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400 μm에서는 감소 폭이 미미하 다. 조성 경사층을 구성하는 층의 개수에 

따른 향은 5층 이상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

성 경사층의 두께는 200 μm, 층수는 5층, 조성경사층 위에 코팅되는 순수한 

SiC 층의 두께는 100 μm로 하여 C/SiC 조성 경사층의 조성분포변화에 따른 

잔류 열응력의 변화를 고찰하 다. Fig. 3-4-5는 증착온도를 1100°C 및 

1300°C로 하 을 때 조성 경사층의 조성분포에 따른 최대 잔류응력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증착온도에 관계없이 n<1인 조성분포, 즉 조성 경사층이 

n=1인 경우보다 SiC-rich 층으로 이루어질 때 잔류응력 감소 효과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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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반면 n>1인 조성분포에서는 응력감소 효과가 미미하 다.

(2) 조성 경사층의 증착과 미세구조

C/SiC 조성 경사층의 증착을 위해 CH3SiCl3-C2H2-H2 계에서 

SOLGASMIX-PV를 이용하여 열역학적 계산을 함으로써 증착조건을 결정하

고자 하 다. Fig. 3-4-6은 증착압력 10 torr에서 주입가스의 농도비와 증착

온도에 따른 SiC와 PyC의 평형수율을 계산한 것이다. 증착온도가 1000°C보

다 낮은 경우에는 PyC의 수율이 SiC의 수율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PyC의 분율이 0~100 % 까지 변화하는 전체 조성 역에서 조성 경사층을 제

조하기 위해서는 증착온도가 1000°C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증착온

도가 1000°C일 경우 증착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100°C

와 1300°C를 증착온도로 정하 다.

Fig. 3-4-7은 1100°C에서 증착한 5개층의 조성 경사층 단면 미세구조와 

Si에 대한 X-ray mapping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각 층들은 매우 치 한 

미세구조를 보임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C/SiC 조성 경사층을 

제조할 때 SiC 상이 skeleton 구조를 갖고 성장함으로써 균일한 상분포를 얻

기가 어려웠고 특정 조성의 C/SiC 층에서는 기공이 많이 존재하는 미세구조

를 형성하 다 [3-4-1]. 또한 Fig. 3-4-8은 MTS와 C2H2의 유량을 각각 50 

sccm으로 하여 증착한 C/SiC의 전형적인 HRTEM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

로 SiC 입자들이 30 nm 크기 이하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고 SiC 입자 주

위를 turbostratic 구조를 갖는 C가 둘러싸는 형태의 나노 복합체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공이 없이 치 하고 각 상이 나노 

크기로 균일하게 분산된 C/SiC 층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열차폐

제 뿐만 아니라 저마찰/내마모 소재로서도 우수한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

대된다.

(3) 내산화 성능

Fig. 3-4-9는 1100°C 및 1300°C에서 코팅층의 증착을 행한 C-C 복합체에 

대해 1000°C의 공기 중에서 5시간 동안 산화 시험을 행한 후 무게감량을 측

정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FEM 계산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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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n=0.3, 1인 경우는 조성 경사층이 없이 순수한 SiC만 

코팅한 경우에 비해 산화저항성이 증진되었고 n=3일 때는 조성 경사층을 증

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산화 감량을 보이거나 (1300°C) 또는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1100°C). 1100°C에서 증착을 행한 시편들이 1300°C에서 

증착한 시편들보다 모두 낮은 무게감량을 보이고 있으며, 1100°C에서 순수한 

SiC 층만을 증착한 시편은 5.5%의 무게감량을 나타냄에 비해 n=0.3의 조성 

경사층을 증착한 경우는 0.3% 만의 무게감량을 나타내는 매우 우수한 산화

저항성을 보여 조성 경사층의 증착에 의한 산화저항성의 증진이 1300°C보다 

1100°C의 증착온도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Fig. 3-4-10과 3-4-11은 산화시험 후 각 시편의 단면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Fig. 3-4-10은 SiC층 및 조성 경사층의 증착을 1300°C에서 행한 것

으로 n = 0.3 및 n = 1 인 경우는 조성 경사층을 도입하지 않은 non-FGM 

시편보다 산화에 의한 C/C 복합체의 손상이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n = 3 인 경우는 non-FGM 시편보다 큰 손상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조성 경사층의 조성에 따른 응력분포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조성 경사층

의 조성분포가 C-rich로 이루어지면 과다한 잔류응력이 인가되어 균열의 폭

이 증가하고 코팅층의 박리까지 일어나기 때문이다. Fig. 3-4-11은 1100°C에

서 증착을 행한 시편들의 산화시험 후 단면 미세구조이다. 이 경우 n = 0.3 

과 1 인 시편에서는 산화에 의한 C/C 복합체의 손상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

다.

Fig. 3-4-12는 반복 열싸이클 적용시 C/C 복합체의 무게변화를 열중량 분

석기로 측정한 것이다. 1000°∼1400°C의 온도구간에서 승온 및 냉각을 5회까

지 반복하 으며 승온, 냉각속도는 5°C/min, 1000°C 및 1400°C에서의 유지시

간은 5분이었다. 또한 열싸이클 후 1000°C에서 5시간동안 등온 산화시험을 

행하 다. 코팅층의 증착온도를 기준으로 승온, 냉각 싸이클을 행하게 되면 

코팅층에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이 교대로 인가되고 코팅층의 균열은 폐 

및 개방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코팅층의 응력이 적절히 완화되지 못하면 

균열의 확대나 코팅층의 박리를 유발하게 된다. Fig. 3-4-12에서 알 수 있듯

이 1100°C에서 n = 0.3의 조성분포를 갖도록 C/SiC 조성 경사층을 코팅한 

C/C 복합체는 5회의 열싸이클 구간에서 무게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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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후의 등온 유지구간에서도 무게감소가 1. 3% 정도로서 우수한 내산

화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응력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성 경사층을 적용하지 않고 순수한 SiC 층만을 코팅한 시편들

에서는 열싸이클 초기에 이미 무게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열싸이클 후 등

온시험에서도 많은 양의 무게감소를 보이고 있다.

(4) 산화 기구

내산화 코팅이 이루어진 C/C 복합체의 산화는 코팅층의 균열을 통한 산

소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1100°C 와 1300°C에서 증착을 행한 시편들에

서 코팅층 균열을 통한 산소의 확산기구를 고찰하기 위해 각 시편에서 균열

의 폭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열을 통한 산소의 유효확산계수를 계산

하 다. Fig. 3-4-13은 1100°C에서 코팅을 행한 시편에서 SiC 코팅층 표면에 

발생한 균열의 폭을 측정한 것이다. Fig. 3-4-5에 나타내었던 최대 잔류응력

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계산 결과 가장 낮은 잔류응력을 

나타내었던 n=0.3인 조성 경사층에서 가장 작은 균열 폭을 가짐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미세균열을 통한 산소의 확산에 있어 유효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4-2]. 

D -1= D -1F +D
-1
K                       (3-4-1)

여기서 Fick's 확산계수, DF는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D F=
0.00143T 1.75

PM 0.5[ (Σ v)
1/3

air
+ (Σ v)

1/3

CO
] 2       (3-4-2)

여기서 T는 온도(K), P는 전체압력 (Pa), M은 가스종의 분자량 (g/mol), Σv

는 상수이다 [3-4-3]. 또한 M은

M=
2

M
-1
air+M

-1
CO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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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며, Knudsen 확산계수 DK는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3-4-4].

D K=
2
3 (

8RT
πM air )

0.5

d                   (3-4-4)

여기서 d는 균열의 폭 (m)이며, 균열의 폭은 온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관

관계를 갖는다 [3-4-5].

d(T) = d 0(1 - T
T 0 )                   (3-4-5)

여기서, d0는 상온에서의 균열폭, T0는 균열의 폭이 0이 되는 온도이다. 이상

의 식으로부터 유효확산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Fig. 3-4-14는 온도변화에 

따른 산소의 유효확산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100°C에서 증착을 행한 

경우에는 산화시험을 행한 온도 (1000°C)에서의 유효확산계수가 최대치의 오

른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팅층 균열을 통한 산소의 확산

이 Knudsen diffusion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소 

분자가 균열의 벽에 충돌함으로써 산소 확산속도가 느려짐을 나타낸다. 반면 

1300°C에서 증착한 시편들에서는 1000°C에서의 유효확산계수가 최대치의 왼

쪽에 위치하고 있어 Fick's diffusion 기구가 작용하고 산소의 확산이 상대적

으로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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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Residual stresses of deposited layers calculated by FEM for 

deposition temperatures of 1100 and 1300℃.

Fig. 3-4-3. Calculated residual thermal stress as a 

function of coating thickness.

100 200 300 4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S
tre

ss
 (M

P
a)

Coating thickness (µm)



- 359 -

Fig. 3-4-4. Calculated residual thermal stress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layers in C/SiC F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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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Maximum stresses with a variation of 

the compositional profile at deposition 

temperatures of 1100° and 1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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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Calculated equilibrium yield ratio of PyC to SiC as a 

function of the input ga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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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Backscattered electron image of the polished cross-section of 

C/C composites coated with C/SiC FGM and SiC layers at a deposition 

temperature of 1100°C (a) and the corresponding X-ray mapping image 

for S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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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TEM images of C/SiC composites 

deposited at 1300°C 50 (a), 70 vol% SiC (b) and 

the HRTEM image of 50 vol% Si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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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Results of oxidation tests for SiC-coated C-C 

composites deposited at 1100°C and 1300°C. Oxidation tests were 

performed at 1000°C for 5 h using N2-O2 gas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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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C-C 

composites after oxidation test at 1000°C for 5 h; (a) non-FGM, (b) n = 

0.3, (c) n = 1, and (d) n = 3. The deposition temperature was 1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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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C-C composites 

after oxidation test at 1000°C for 5 h; (a) non-FGM, (b) n = 0.3, (c) n = 1, 

and (d) n = 3. The deposition temperature was 1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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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2. Weight losses of the coated C/C composites 

during the thermal cycling and the subsequent isothermal 

oxida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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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Relationship between the weight loss and 

the mean crack width for the coated C/C composites 

deposited at 1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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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s 

through the coating cracks of the coated C-C 

composites deposited at two different 

temperatures, (a) 1100°C and (b) 1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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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액상침투법을 이용한 조성경사층의 제조

보다 경제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조성경사층을 제조하기 위해 액상침투

법을 함께 연구하 다. SiC/TiC/C 조성경사층 제조를 위해 Si 와 TiC의 혼

합슬러리를 코팅하고 Si의 용융점 이상에서 침투반응을 수행하 다. 혼합슬

러리에서 Si 와 TiC의 몰비는 1 : 0, 3 : 1, 2 : 1, 1 : 1, 1 : 2 등으로 변화

시켰으며, 침투공정 조건은 1450°∼1600°C, 30∼120 min으로 하 다. Fig. 

3-4-15는 슬러리의 조성을 1 : 0, 3 : 1, 1 : 1로 하고 1450°C에서 30분동안 

침투공정을 행한 후 C/C 복합체 표면에 형성된 반응층의 상을 XRD로 관찰

한 것이다. 순수한 Si만을 침투시킨 경우에는 SiC/C 반응층이 형성되며 

Si-TiC 혼합슬러리를 코팅한 경우에는 TiC/SiC/C 반응층이 형성되었다. 또

한 슬러리내의 TiC양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층의 TiC 양도 증가하 다. 

Fig. 3-4-16은 Si : TiC = 3 : 1인 조성의 혼합슬러리를 C/C 복합체에 슬

러리 코팅한 후 1450°C, 30min 동안 침투 공정을 수행한 후 단면 미세구조

와 Si 및 Ti 이온에 대한 EDS mapping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침투공정

을 마친 후 생성된 TiC/SiC 중간층의 두께는 약 10∼15 ㎛ 정도 다. EDS 

mapping 결과 TiC/SiC 층에서 TiC의 대부분은 C/C복합체의 표면 쪽에 집

중이 되어 있고 내부로 갈수록 그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SiC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TiC/SiC 조성경사층을 형성하 음을 알 수 있다. 

TiC/SiC층 밑에는 순수한 실리콘을 침투 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SiC/C 조

성층이 형성되었다.

Fig. 3-4-17은 침투공정에 의해 생성된 반응층 위에 CVD 방법으로 순수

한 SiC 층을 코팅한 후 SiC 코팅층에 형성된 균열의 폭을 측정한 것이다. 

TiC의 첨가에 의해 균열이 폭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TiC의 첨가에 의해 SiC 층에 인가되는 인장응력이 감소함을 유추할 수 있

다. 그러나 적정량 이상의 TiC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TiC/SiC 층과 CVD 

SiC 층 사이의 계면에 과도한 압축응력이 인가됨으로써 응력완화 효과가 감

소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Fig. 3-4-18은 슬러리의 조성과 온도를 달리하여 침투공정을 행하고 여기

에 CVD SiC를 코팅한 후 1000°C에서 5시간 동안 산화시험을 행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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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 : TiC = 2 : 1의 조성을 갖는 슬러리를 1450°C에서 침투공정을 행한 

경우 무게감소는 약 2.3%로서 순수한 Si만을 침투시킨 경우 (15%)에 비해 

탁월한 내산화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TiC/SiC/C 중간층을 적용함으로

써 내산화특성의 향상을 보인 것은 1450°C에서 침투공정을 행하고 슬러리의 

조성이 3 : 1 과 2 : 1인 제한된 조건으로 한정되어 있다. Fig. 3-4-19는 

TiC/SiC/C 중간층에서 TiC의 XRD 상대 강도값을 나타낸 것으로 내산화 특

성의 향상을 나타낸 시편은 TiC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Fig. 3-4-17에서도 기술하 듯이 CVD SiC층에 인가되는 인장응력을 감소시

켜 C/C 복합체의 내산화 특성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TiC/SiC/C 중간층내

의 TiC 분율을 낮게 조절하여 과도한 압축응력이 인가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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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XRD patterns of the samples coated with slurries 

of (a) pure, (b) Si:TiC = 3:1, and (c) Si:TiC = 1:1 after 

infiltration reaction at 1450°C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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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SEM micrograph for the cross-section of the 

composite coated with Si:TiC = 3:1 slurry and the EDS mapping 

images for Si and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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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Average widths of cracks developed 

in the CVD SiC layer as a function of slurry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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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8. Result of oxidation test at 1000°C for 

5 h as a function of slurry composition and 

infiltr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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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Relative XRD intensity of TiC in 

TiC/SiC/C reaction layer fabricated using different 

slurry compositions and infiltration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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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VI 방법에 의한 복합체 최적 제조공정 개발

가. 연구내용 및 방법

고 도를 지닌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기지상의 증착단계 이

전에 SiC whisker를 SiC preform에 성장시켜 기지상의 증착효율을 증가시키

고 복합체 내의 잔류 기공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본 연구에서 최초로 개발

하 다. 일반적인 CVI 공정에서는 섬유와 기지상 사이에 interlayer를 만들고 

화학침착법으로 기지상을 채워 복합체를 치 화 시키는데, 이 때 표면부의 

기공이 공정초기에 막히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증착속도가 매우 낮은 조건

에서 공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증착효율이 낮아 치 화 속도가 느리며 섬

유의 bundle 또는 fabric layer 사이에 존재하는 큰 기공이 잔류기공으로 남

아 복합체의 열적, 기계적 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지상의 증착공정 전에 bundle 간이나 fabric layer 간에 

whisker를 성장시킴으로써 기지상의 증착이 일어나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치

화를 증진시키고 잔류기공의 양과 크기를 줄이고자 하 다.

SiC whisker의 성장 및 기지상 채움을 위한 출발물질로 MTS와 H2의 혼

합기체가 사용되었고, pyrolytic carbon의 증착은 CH4 기체를 이용하여 수행

하 다. SiC whisker의 성장 변수로는 pyrolytic carbon의 존재 유무, 

H2/MTS 의 기체비, 반응기의 압력을 선정하여 평가하 으며, 반응온도는 

1100
oC로 고정하 다. 압력은 50 torr 이하에서 수행하여 5 torr 부근에 집중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SiC fabric은 Nippon carbon사 NicalonTM,  

Hi-NicalonTM 과 Ube Industry의 Tyranno-SATM도 선택하여 각 fabric이 갖

는 산소나 불순물 성분들이 (Table 3-4-1) whisker의 성장거동에 미치는 

향도 살펴보았다. 한편, 일반적인 F-CVI 공정연구도 whisker를 이용한 기지

채움의 공정변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와 도 비교를 위하여 수행하 다. 

infiltration 온도는 1000oC로 하 고, 압력은 100 torr, 반응시간은 24 시간까

지 유지하 다. whisker 성장이나 preform의 제조는 수평형 알루미나 튜브 

로를 이용하 고, 기지채움 공정은 수직형 흑연 튜브 로를 이용하 다.

Whisker 성장 거동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whisker의 성장을 제어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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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색하 고, whisker 성장과 기지상 채움 조건을 반복하며 적절한 공정

조건을 탐색하여 이론 도에 90 %에 해당하는 도를 지닌 복합체 제조를 

시도하 다. F-CVI나 whisker 성장 및 기지채움이 이루어진 시편은 무게와 

도변화를 분석하고 시편을 왼쪽, 오른쪽 및 중심부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

한 주사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morphology 변화와 whisker의 

분포를 분석하 으며, 아울러 EDS 분석을 통하여 몇몇 미소원소의 whisker 

성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3점 곡강도 값을 

측정하여 섬유와 기지상의 계면층의 두께에 따른 파괴거동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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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Chemical Composition of Used SiC Fabrics.

Nippon Carbon Ube Industries

Nicalon Hi-Nicalon
Tyranno-Lox

M
Tyranno-SA

Chemical

Composition

Si(w/o) 56.6 62.4 55.3 68.4

C 31.7 37.1 37.7 31.6

O 11.7 0.5 5.0 0

Ti 2.0 Al 0.6

C/Si (atomic) 1.31 1.39 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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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C whisker 성장 최적화 및 성장기구 규명

화학증착법을 이용한 SiC whisker는 기상-고상 반응에 의하여 성장되며, 

whisker가 성장하는 조건이 일반적인 film형 증착물에 비하여 매우 좁은 증

착조건에서만 가능하 다. 일반적으로 whisker는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결함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 Fig. 3-4-20에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SiC whisker의 미세구조 사진을 나타내었는데 직경이 약 30 nm 크

기인 whisker가 많은 쌍정을 지닌 채 성장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응

시간에 따른 성장거동을 살펴보면, 특히 반응초기에 성장속도가 매우 빨랐고 

길이방향 성장과 반경방향 성장이 동시 진행되었다.

Fig. 3-4-21은 5분부터 180분까지 성장시킨 SiC whisker의 미세구조 변화

이다. 반응초기에는 직경이 작고, 장단비(aspect ratio)가 큰 whisker가 관찰

되나 성장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단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Whisker의 성장시간에 따른 길이와 직경 변화 및 장단비 변화를 측정하여 

Fig. 3-4-22에 각각 나타내었다. 반응초기에는 길이방향의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다가, 일정시간이 경과 후 (본 실험 조건에선 30분) 길이방향뿐만 아

니라 반경방향으로도 성장됨을 알 수 있다. 반응물질의 화학종의 농도는 성

장물의 morphology 변화(film형 혹은 whisker형)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입력기체비 (수소/MTS)에 따른 증착물의 morphology 변화를 나

타낸 Fig. 3-4-23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whisker 성장조건에서 입력기체비, 

즉 화학종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서로 다른 morphology를 지닌 증착물이 관

찰된다. 입력기체비가 60일 때는 50이나 70일 때에 비하여 whisker 성장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증착물 성장에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로는 입력 기체

비, 압력, 온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whisker 성장은 매우 좁은 공정조건

에서만 가능하므로 공정여건 또한 중요한 공정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예상되며, 이를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공정변수에 따른 성장조건의 확립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위한 적절한 변수로는 residence time을 고

려할 수 있다. Residence time은 반응기 단면적, 반응압력, 반응온도, 

hot-zone 길이, 전체유량 등 반응 시스템까지도 고려된 변수이다.

Fig. 3-4-24는 residence time에 따른 증착물의 morphology 변화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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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미세구조 사진들이다. 매우 짧은 시간의 차이지만 실제로 

morphology 변화에는 큰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미세구조 관찰을 근

거로 입력기체비와 residence time에 따른 morphology 변화 지도를 작성하

여 Fig. 3-4-25에 나타내었다.



- 379 -

Fig. 3-4-20. TEM microstructure of the 

grown whis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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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 Microstructures of SiC whiskers grown at α= 60, P = 7 

torrfor (a) 5, (b) 30, (C) 60 and (d)180 min.  



- 381 -

Fig. 3-4-22. Variations of length and diameter (a) and aspect ratio (b) of 

SiC whiskers with growth time.

Fig. 3-4-23. SEM images of the SiC deposits prepared at 1100
o
C and 5 

torr with (a) α=50, (b) α=60 and (c) 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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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4. SEM images of the deposits with the various residence 

times of reactant gas ; (a) 0.01187s , (b) 0.016618 s and (c) 0.02374 s  

(Ts = 1100
oC, P = 5~10 torr, = 60).

Fig. 3-4-25. t-α diagram showing morphology variations 

of the SiC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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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hiskering 공정을 이용한 SiC/SiC 복합체 제조

Fig. 3-4-26은 Hi-NicalonTM fabric을 7장 적층하여 1000oC, 100 torr에서 

8시간동안 일반적인 화학침착 공정을 수행한 시편이다. 증착물이 fiber의 원

주방향으로 증착되므로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은 닫힌 기공이 존재하며, 

더 이상의 반응을 위한 원료기체의 공급을 제한하여 canning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반면, 3시간 whisker 성장과 5시간 일반적인 침착공정 및 3

시간 whisker 성장을 진행시킨 복합체에서는 Fig. 3-4-2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fiber와 fiber의 공간들이나 bundle과 bundle 사이의 공간들을 방사상으로 

성장한 whisker가 공간을 분할하고 있으므로 추후의 기지채움 공정을 계속 

진행할 때 canning 현상에 의한 반응제한을 줄이고, 특히 bundle과 bundle 

간에 생기는 큰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채워 최종 도가 높아진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된다. 먼저 whisker 성장에 미치는 변수들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H2/MTS 입력기체비 와 pyrolytic carbon의 존재 유무

의 향을 살펴보았다.

Fig. 3-4-28은 NicalonTM fabric에 탄소를 증착시키지 않은 채 입력기체비

를 30에서 60까지 변화시켜, whisker 증착공정을 수행한 시편들의 미세구조

이다. 일반적인 화학침착 공정에서 관찰된 미세구조처럼 fiber의 원주방향 성

장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입력기체 비에 상관없이 round top 형태의 증착물

만이 관찰되었다. 반면, 탄소를 증착시킨 뒤 휘스커를 성장시킨 Fig. 3-4-29

의 미세구조를 살펴보면, 입력 기체비에 따라 휘스커의 morpholgy 차이는 

있지만 의도했던 대로 whisker 성장이 관찰되었다. 즉 탄소의 존재여부가 

whisker 성장에는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입력기체비가 60인 경

우에는 whisker 간에 서로 맞닿지 않고 공간분할을 잘하고 있는 미세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추정된다. 즉 interlayer로 코팅된 pyrolytic carbon은 SiC 

whisker가 성장하는 또 다른 변수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iC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fabrics로는 NicalonTM 외

에도 같은 회사의 Hi-NicalonTM과 Ube사의 Tyranno-SATM 가 성능이 우수

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Table 3-4-1에서 볼 수 있듯이 산소의 농도나 

첨가제로 들어간 Al의 존재 등이 whisker 성장에 또 다른 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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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Fig. 3-4-30은 Nippon carbon 제품인 

NicalonTM fabric과 Hi-NicalonTM fabric 및 Ube industry 제품인 

Tyranno-LoxMTM 및 Tyranno-SATM의 출발물질 상태와 2시간 pyrolytic 

carbon 증착 후 3 시간 whisker 성장을 한 시편의 상분석 결과들로서 

fabrics 종류에 상관없이 beta SiC로 이루어진 증착물이 성장하 음을 알 수 

있다.

이 fabric 들의 미소성분 들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EDS를 통하여 미

소성분을 변화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Fig. 3-4-31과 3-4-32에 나타내었다. 

Fig 3-4-31(a)에는 Hi-NicalonTM과 Tyranno-SATM에 3시간 동안 각각 

whisker를 성장시킨 뒤 fiber와 성장된 whisker에 대한 성분 분석한 결과로 

산소성분은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어 whisker 성장과 무관하 다고 생각되

며, Tyranno-SATM에서는 첨가제로 존재하는 Al의 향을 고려하 으나 Fig 

3-4-31(b)에서 볼 수 있듯이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Fe 성분이 관찰되었는

데 이에 대한 원인은 확실치 않으며, 또 다른 검증실험이 요구된다. 한편 산

소를 11.7 w/o로 많은 양 포함하는 Niclaron
TM fabric는 3시간동안 whisker

를 성장시키고 이어서 10시간 부분적인 기지채움을 진행한 시편에서 원소변

화를 관찰하 다. Fig. 3-4-32에서 볼 수 있듯이 whisker (그림 (a)에서 표

시 B)나 부분적이 기지채움 부분(그림 (a)에서 표시 C)에서도 산소는 관찰되

지 않았고, fiber에서만(그림 (a)에서 표시 A) 산소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SiC fabric에 존재하는 미소원소들은 whisker의 성장에 향을 미치지 못하

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bundle 간 공간에서 성장한 whisker들에

서도 (그림 (b)에서 표시 B, C, D) 비슷하게 확인되었다.

Hi-NicalonTM fabric을 7장 적층하여 1000oC에서 (2 +14) 시간동안 일반적

인 침착공정만을 적용하여 제조한 시편과 입력기체비 60이고, 1100oC에서 3

시간 whisker를 성장시킨 뒤 1000oC에서 10시간 침착공정을 적용하여 제조

한 시편을 준비하여 Fig. 3-4-33에 미세구조를 비교하 다. 일반적인 침착공

정만을 적용한 시편의 도는 2.46 g/cm3 이었고, whisker를 이용한 공정을 

적용한 시편은 2.63 g/cm3 이었다. 반응시간은 3시간 정도 줄었지만 약 7% 

정도 도가 증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미세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큰 기공의 존재유무나 조 부분의 분포정도가 일반적인 침착공정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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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을 때 더 심함을 알 수 있다. 

예비시험을 거쳐 whisker 성장시간을 3시간, 기지채움 시간을 3 시간 혹

은 6시간 (마지막 기지채움 시간은 일반적인 CVI 공정시간과 동일)으로 하

는 반복공정을 적용하여 복합체의 치 화 공정을 시도하 다. Fig. 3-4-34는 

일반적인 CVI 공정과 whiskering 공정을 1-3회까지 적용한 경우에 대해 치

화 속도를 비교한 것으로 2회의 whiskering 공정이 복합체의 치 화에 가

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CVI 공정보다 50% 

이상 높은 치 화 속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지상 침착공정을 완료한 후의 

복합체의 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Fig. 3-4-35) 2회의 whiskering 공정을 

적용한 경우 가장 높은 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미세구조를 살펴보면 횟

수를 늘릴수록 bundle 간의 큰 기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으며, 기공의 분포가 균일해 짐을 알 수 있다(Fig. 3-4-36). 미세구조를 근거

로 하면 whisker 성장과 기지채움 공정을 제어하면 치 화 거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들을 근거로 따라 고 화에 가장 효과적인 2회의 whiskering 공정

을 적용하여 제조한 복합체의 단면 미세구조를 Fig. 3-4-37에 나타내었다. 

whiskering 공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섬유의 번들 사이에 존

재하는 기공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최적 공정에서 

복합체의 도는 2.8 g/cm3으로 ~90% 정도의 상대 도를 가졌다.

섬유와 기지상 사이에 존재하는 열분해탄소 (PyC) 계면상의 두께에 따른 기

계적 강도의 변화를 평가하 다. Fig. 3-4-38은 Tyranno SA 섬유를 사용하

고 PyC의 두께를 35 nm에서 500 nm 까지 변화시킨 시편의 3점 곡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50 nm에서 최대의 곡강도 값을 보 는데 이는 

Hi-Nicalon 섬유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는 경향과 유

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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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Microstructures of SiC/SiC 

composite prepared by the conventional 

CVI process for 8 h. They show the 

closed pores from circumferential 

growth of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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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 Microstructures of grown whiskers in the voids between 

fiber and fiber (a) and (b), and bundle and bundle (c) and (d), 

respectively (arrow marks). These whiskers seems to act new 

deposition sites for matrix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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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Microstructures of SiC deposits on NicalonTM 

fabrics only after whisker growing at input gas ratio of (a) 30, 

(b) 40, (c) 50 and (d) 60, respectively. All specimens did not 

coat with pyrolitic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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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Microstructures of SiC deposits on NicalonTM fabric 

after pyrolitic carbon coating and whisker growing at input gas 

ratio of (a) 40, (b) 50, (c) 60 and (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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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s-received fabrics and SiC 

deposits on fabrics after whisker growing at 1100oC and the input gas 

ratio =60 for 3 h ; (a) NicalonTM , (b) Hi-NicalonTM, (c) 

Tyranno-LoxMTM and (d) Tyranno-S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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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 Microstructures and  EDS results of SiC/SiC composites 

using different fabrics after whisker growing; (a) Hi-Nicalon
TM fabric and 

(b) Tyranno-SMTM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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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4-32. Microstructures and  EDS results of SiC/SiC composites 

showing further matrix filling after whisker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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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Cross sections of SiC/SiC composites using Hi-NicalonTM 

fabric (left, center and right side of specimens) prepared by (a) the 

conventional CVI process for 2 h +14 h and (b) the whisker growing 

for 3 h and the matrix filling for 10 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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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4. Comparison of densification rates of 

composites fabricated by conventional CVI and 

whisk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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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6. Microstructures of SiCf/SiC composites with the 

different numbers of the process cycles; (a) one cycle, (b) two 

cycles and (c) three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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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7. Cross-sections of the SiC/SiC composites fabricated 

by (a) whiskering process and (b) conventional CVI process.

Fig. 3-4-38. Variation of the flexural strength of 

SiC/SiC composites as a function of PyC interphas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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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응소결법을 이용한 SiC/SiC 복합체 제조

현재까지 연구된 고 도화 SiC/SiC 복합체 제조방법은 Polymer 

Impregnation and Pyrolysis (PIP)공정과 Chenmical Vapor Infiltration 

(CVI)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fiber preform을 제조한 

후 SiC 분말 및 xylene등의 유기물을 혼합한 polymer 전구용액을 함침하고 

curing 및 고온에서의 열처리 공정을 거쳐 복합체가 제조되며, 일반적으로 

함침과 열처리공정은 10회 이상 반복하여야 원하는 도의 복합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CVI 공정의 경우는 반응가스 (MTS)를 고온에서 반응하여야 

하며, preform의 canning 현상 및 치 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고온성능이 우수한 SiC 섬유 (Hi-Nicalon, Tyranno SA 등)의 개발로 

SiC/SiC 복합체를 다양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RS-SiC/SiC, HP, PIP-RS 그리고 PIP-HP공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RS 공정으로 제조된 복합체는 복합체의 고 도를 유지하여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인 열전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성조절 및 잔류 Si

의 제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RS 공정은 용매인 물과 SiC 및 탄소분말과 적정량의 유기물을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하고 고온에서의 Si 용융으로 인한 기지상내에서의 반응합성으

로 SiC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 기존의 RS 방법에서 슬러리 함침방법은 

고압의 가스를 이용하여 슬러리를 강제적으로 적층된 preform 내부로  함침

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의 조성과 점도를 조절하여 슬러리특성을 변

화시켜, 진공을 이용한 슬러리가 자연적으로 preform에 함침되는 방법을 사

용하여 RS-SiC/SiC 복합체를 제조하 다. 본 연구의 복합체 제조공정도를 

Fig. 3-4-39에 나타내었다. 슬러리 제조방법은 SiC, carbon, 분산제와 물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24시간동안 혼합하여 제조하 으며, C:SiC는 무게비로  

1.5~3.0 : 10 의 비율로 하 으며, 슬러리의 고체혼합물의 비율은 부피비로 

35∼40 vol%를 유지하 다. 첨가된 분산제는 TMA을 사용하여 0.2∼0.5 

wt%의 양을 첨가하여 슬러리의 pH 및 점도조절을 하 다. 진공함침방법으

로 슬러리를 preform에 함침하고 건조기에서 건조한 후 Si 압분체를 

1450~1500oC에서 용융하여 infiltration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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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는 C:SiC 조성비와 첨가된 분산제에 따른 슬러리의 pH와 점

도측정 결과이다. C : SiC의 조성은 3 : 10으로 고정하 으며, 슬러리의 액상

과 고상의 비율은 고정하여, 첨가된 분산제의 함량만을 슬러리의 pH와 점도 

변화에 사용하 다. Table 3-4-2의 첨가된 분산제의 양에 따른 pH 값을 보

면, 슬러리의 pH가 중성에서 산성 역인 (pH 7 이하) 경우, TMA의 함량이 

0.2 에서 0.4 wt% 첨가된 경우는 슬러리내의 탄소와 SiC의 분산형태가 여러

개의 탄소입자가 SiC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므로 이러한 형태는 슬러

리의 혼합성과 분산효과 감소된다. 따라서 슬러리의 분산효과와 혼합정도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슬러리의 pH를 9이상의 염기성으로 하여야 한다. 문헌상

으로 pH가 9이상인 경우에는 탄소입자와 SiC입자가 완전히 분산되어 슬러리

의 분산 및 혼합정도가 좋아서 함침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본 실험에

서 첨가되는 분산제인 TMA의 함량조절만으로도 슬러리의 pH 조절이 가능

함을 나타내며, 즉, 슬러리의 pH 조절을 위하여 외부에서 산성의 질산이나 

염기성의 암모니아를 첨가하지 않더라도 분산제의 첨가량 조절만으로도 슬

러리의 pH를 9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슬러리의 점도는 76.4 

Cp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실험의 함침용 슬러리의 조성 및 조건은 탄소

와 SiC의 함량의 3 : 10이고 분산제는 0.5 wt%를 첨가하여 슬러리의 pH가 

9.2 이상이며, 이 때의 점도는 100 Cp이하인 것을 사용하 다. 이런 조건의 

슬러리는 preform에 함침 시에 함침정도가 증가하며 일정한 특성을 갖을 수 

있다. Fig. 3-4-40은 동일조건에서 TMA의 함량에 따른 점도값의 변화이다. 

TMA가 첨가될수록 슬러리의 점도는 감소하여 0.5 wt%의 경우에 100 Cp 

이하의 값을 유지하 다.

Fig. 3-4-41은 슬러리가 함침되어 건조되어 적층된 preform에 Si 압분체

를 용융하여 RS 복합체를 제조하는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용융되어 침투하

는 Si의 양은 침투 전후의 무게변화와 몰수변화에 따른 계산으로 정하 다. 

7층의 Hi-nicalon fabric을 적층한 preform에 슬러리 함침을 행하고 건조한 

후 함침된 슬러리의 균일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층을 분리하여 육안검사

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사용된 함침도구의 함침 역과 동일크기로 슬러리의 

함침이 모든 층에서 균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몇 층을 선정하여 함

침된 양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Fig. 3-4-4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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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슬러리가 함침되었지만 1층과 7층은 실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거하고 

나머지 5층 (preform 두께 3mm)만을 사용하여 Si 압분체의 용융침투를 행

하 다. 

RS 공정에서 reaction sintering에 의해 SiC가 형성되려면 침투되어 건조

된 슬러리의 carbon과 외부에서 공급된 Si과 반응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Si 분말을 SiC+C 슬러리가 침투된 preform 위에 위치시키고 Si의 용

융온도인 1413oC 이상으로 열처리하여 용융 Si이 preform으로 침투되며 

carbon과 반응되도록 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1450oC에서 Ar 분위기와 진공 분위기에서 각각 열처리하여 열처리 분위기에 

따른 반응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3-4-43은 Ar 분위기에서의 실험결과이다. 

용융침투 후 시편의 사진상으로는 백색의 분말이 형성되었으며, fiber 및 Si 

용융체 그리고 흑연도가니도 백색의 분말로 코팅이 되어있었다. 이 백색의 

분말은 XRD 분석결과 SiC로 분석되었다. Ar 분위기에서는 Si 압분체가 용

융되지 못하고 SiC로 전이되었다.

반면에 진공분위기에서는 Si 압분체가 용융되어 기지층사이로 이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탄소와 반응하여 SiC를 형성하 다. Fig. 3-4-44의 열처리전

후의 사진을 비교하여보면 Si가 용융되어 기지상층으로 침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XRD분석 결과 SiC 와 Si가 혼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하 다. 잔류 

Si와 탄소의 함량을 줄이기 위하여 반응온도 변화와 용융되는 Si 압분체의 

양을 조절하여 실험중이다. 본 연구에서 합성된 SiC/SiC 복합체의 도는 

2.3 g/cc 이다. Fig. 3-4-45와 3-4-46은 복합체의 미세조직사진이다. 기공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잔류 Si과 carbon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SiC의 

반응소결이 더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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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 pH values and viscosity of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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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9. Flowchart of the fabrication process for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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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0. Viscosity vs amount of TMA.

Fig. 3-4-41. Schematic flowchart of the fabrication process 

for the RS-SiC/SiC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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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2. Typical top view of dried 

slurry-impregnating preforms.

Fig. 3-4-43. Photograph and XRD result of samples heat-treated at 

1500oC in A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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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4. Photograph and XRD result of samples heat-treated 

at 1500oC under vacuum.

Fig. 3-4-45. SEM micrograph for the cross-section of the SiC/SiC 

composite and the EDS mapping images for Si and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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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6. Cross sections of SiC/SiC 

composites using Hi-Nicalon
TM fabric  

prepared by the reaction sintering process 

with Si and carbon at 1500
oC for 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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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원자력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 

21세기 원자력 선진국 G5 진입을 위해서 재료물성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인 원자력재료물성DB 구축 방안으로 정부가 먼저 중심이 되

고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재료물성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2차적으로 

기관들의 재료물성DB를 서로 결합하여 통합DB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과제

에서는 지난 20년간  수행한 원자력재료물성의 연구결과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과정 및 결과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통

계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구축 공개하 고, 계속하여 분야별로 확

충하여 나가며, 기존에 구축된 분야를 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실험한 특성시험 결과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

의 자료관리 data-sheet를 개발하 다. 대과제 내에 구성된 TFT의 협의를 

통하여 자료관리 data-sheet를 결정하고, 각 세부과제에 배포하여 취합된 자

료관리 data-sheet를 정리하여 재료물성자료집을 작성하 다. 자료관리

data-sheet은 소재의 제조와 가공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소재정보부분, 

실험을 위한 시편 제작과 처리 관련 자료를 포함한 시편정보부분, 시험조건

과 실험결과 관련 자료를 포함한 실험결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전재료물성DB의 이용자와 관리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원자력재료의 자료개체관계도(ERD, Entity-Relationship Diagram)를 작

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 다. DBMS는 Oracle 

9i를 사용하 으며, 응용프로그램은 JSP를 이용하여 Web 환경을 기반으로 

운 되도록 구현하 다. 개발된 DB는 원자력재료기술부 홈페이지

(http://matdb.kaeri.re.kr/)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하 다. 현재 7종(인장, 충

격, 피로, 파괴, 부식, 균열속도, Creep)의 원전재료물성DB를 구축하여 공개

하 으며, 약 350건의 재료물성자료집을 발간하고 DB에 자료를 입력하 다. 

구축한 7종의 DB관리시스템은 산업재산권에 등록을 하 으며, 자료관리 

data-sheet과 시스템은 국내 이용자가 원할 때에는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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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격 및 피로특성 실험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가. 충격 및 피로특성 실험자료 분석

연구원들이 실험한 각종 특성실험 결과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data-sheet을 개발하여 이미 실행했던 실험 자료를 이 

data-sheet에 따라 정리하고, 앞으로 실시될 모든 실험은 이 data-sheet에 따

라 실험결과를 제출하기로 하 다. 연구원에 따라서는 귀찮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작

업이다. 또한 표준화된 data-sheet으로 정리할 때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관

련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수치 값들의 단위들도 통일

하기로 하 다. 특성실험 결과를 표준화된 data-sheet에 맞추어 정리함으로

써 얻어지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실험 자료의 객관성 부여

- 실험자료 및 연관 자료들의 손쉬운 획득

- 실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 국내외 연관 연구원들에게 실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교류와 시너지 효과 산출

- 국내외 홍보 효과

이미 2001년에 한국원자력연소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에서는 팀원들의 합

의로 표준화된 인장물성실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data-sheet를 

개발하 는데 개발된 data-sheet는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쳐 관리되며 인장특성 DB에 입력되었다. 충격 및 피로특성 실험자료를 정

리한 data-sheet 구성은 인장특성 실험자료 data-sheet를 근거로 개발하 는

데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나 시편의 형상과 특성실험의 실험조건 및 결과 관

련 자료들은 완전히 상이하다. 그러나 data-sheet는 시편중심으로 작성되었

기 때문에 같은 소재라도 다른 가공과정을 거친 시편이라면 별도의 

data-sheet로 작성되고 별도의 data-sheet의 번호가 부여되면 서로 다른 시

편으로 취급된다. 충격 및 피로특성 Data-sheet의 계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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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에 관한 정보 : 금속소재의 제조 및 가공에 관련된 정보로 재료

규격, 제조업자, 등과 제조공정에 관련된 정보, 화학조성에 관련된 정

보, 재료의 미세조직에 관련된 정보 등으로 구성.

- 시편에 관한 정보 : 소제에서 실험을 위한 시편을 제작하는데 관련된 

정보로 시편의 조사관련 자료, 형상에 관한 자료, 용접에 관한 자료, 

열처리 관련 자료, 시편 미세 조직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성.

- 실험조건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실험 시의 조건변수들 및 결과에 관

한 정보로 실험조건변수에 관한 자료, 실험결과에 관한 자료, 전반적

인 실험개요 및 참고문헌 자료 등으로 구성.

나. 충격특성 DB시스템의 요구사항

충격특성 자료 중 소재정보, 시편형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시편정보 등

은 인장특성 자료와 구조가 같으나, 시편형상 정보, 실험조건 및 실험결과 

정보는 자료구조가 다르다. 특히 충격특성 실험결과 값의 해석을 간단히 하

고 인위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험온도에 따른 충격흡수에너지(Absorbed 

Energy) 값의 충격곡선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yperbolic 

tangent(TANH) curve fitting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Cv energy는 충격흡수에너지(Absorbed Energy)이고, T는 시험온도

인데 충격특성 실험에서 얻어지는데 이 값들을 이용하여 상수인 a,b,c 값을 

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다. 피로특성 DB시스템의 요구사항

피로특성 자료 중 소재정보, 시편형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시편정보 등

은 인장특성 자료와 구조가 같으나 시편형상 정보, 실험조건 및 실험결과 정

보는 자료구조가 다르다. 피로특성 DB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특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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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없으나 실험결과 값인 Amplitude 값을 Y축, Cycles to failure 값의 

Log 값을 X축으로 온도값(Temperature) plotting하는 graph를 사용자들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충격 및 피로특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전재료물성 DB 시스템은 7가지의 특성실험 DB 시스템으로 구성될 예

정이다. 2001년도에 인장특성 DB 시스템을 개발하 고 2002년에는 충격 및 

피로특성 DB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3년에는 2종류의 특성실험, 2004년에 나

머지 2종류의 특성실험 DB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원전재료물성 DB 시스템

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2001년에 개발된 인장특성 DB 

시스템을 나머지 특성 실험들의 정보들도 수용 가능한 DB 구조로 업그레이

드해야 한다. 앞서 기술하 듯이 특성 DB 시스템들은 연구원들이 작성하는 

data-sheet를 하나의 입력단위로 하는데 data-sheet은 동일한 제조 및 가공

환경을 가진 금속소재에서 만들어진 시편을 동일한 시편가공 및 형상으로 

가공하여 실험 조건(온도)을 달리하면서 수행된 다수의 특성실험 자료를 통

합한 보고서이다. 따라서 모든 특성실험의 data-sheet들의 금속소재 정보는 

동일할 수 있으나 나머지 모든 정보들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런 특성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을 설정하 다.

- 금속소재 정보는 모든 특성실험에서 공유 가능하므로 원전재료물성 

DB 시스템에 중복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설계

- 시편가공 관련정보, 특성실험 관련정보, data-sheet 관련정보는 각 특

성 실험마다 별도의 스키마를 갖고 정보가 관리되도록 설계

- 나머지 코드관련 정보는 모든 특성실험에서 공유 가능하도록 설계

표준화된 Data-sheet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작업을 수행하 는데 

표준화된 Data-sheet를 보면 관리될 자료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개의 법주로 

분류된다.

- 소재에 관한 자료

- 시편에 관한 자료

- 실험조건/결과 및 개요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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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heet에 관한 자료

- 참고문헌 및 기타자료

* 소재에 관한 자료

소재에 관련된 자료에는 소재의 제조에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 즉 형태, 

재료규격, 제조업자, 등과 제조공정에 관련된 정보, 화학조성에 관련된 정보, 

재료의 미세 조직에 관련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공정 정보에는 

용해방법에 관한 자료, 압연에 관한 자료, 열처리에 관한 자료, 재료의 규격

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 화학조성에 관한 자료에는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19개의 원소들에 관한 자료 등과 19개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기타 

원소를 기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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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

기로 하 다. 

* 시편에 관한 자료

하나의 금속소재에서 다수의 시편들이 생산될 수 있고 각각 시편들은 각

기 다른 방법으로 가공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시편이 완성된다. 연구원들은 

다수의 시편들은 동일한 소재와 동일한 시편 가공공정을 거쳐 가공하고 실

험조건만을 달리하는 다수의 실험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경우 동일한 금

속소재, 동일한 가공과정을 거친 다수의 시편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편으

로 분류하여 시편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시편하나마다 각각 시

편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편에 관한 자료

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Data-sheet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에 자료입력 및 관

리가 간편하나 실제 논리시편번호 하나에 다수의 실제 시편이 있어 실험시

편번호와 실제의 시편번호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다. 후자

의 경우에는 실제의 시편번호와 데이터베이스상의 시편번호가 일치하는 장

점은 있으나 자료정리 및 데이터베이스에 자료입력 및 관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에서는 전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시

편자료에는 시편의 조사관련 자료, 형상에 관한 자료, 용접에 관련 자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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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관련 자료, 시편 미세 조직에 관련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실험조건/결과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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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히 기술함으로써 실험에 객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시편에 관한 자료에 

기술하 듯이 논리적으로 동일한 시편번호를 부여받은 다수의 시편을 갖고

서 주로 온도의 변수를 달리하여 동시에 다수의 실험을 실시한다. 이 때 하

나하나의 논리시편을 갖고서 실시된 실험들에 대하여 하나의 실험번호를 부

여하여 실험 조건을 관리하고 실험번호와 실험변수(온도) 복합키로 하여 실

험결과를 관리하 다. 실험조건/결과에 관한 자료에는 실험조건변수에 관한 

자료, 실험결과에 관한 자료, 전반적인 실험개요 및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

다. 

* Data-sheet에 관한 자료

Data-sheet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논리시편에 대하여 1부씩 발간된다. 

Data-sheet에는 문서번호가 부여되며 소책자로 발간되어 보관 및 내/외부에 

배포된다. Data-sheet는 Excel 파일로 작성되며 소책자 제출 시에 파일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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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베이스로 저장되어 관리된다.

* 참고문헌 및 기타자료

특성실험을 실시하면서 참조된 문헌정보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다른 사용

자들이 실험자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다. 또한 기타 자료로는 

사용자들이 DB에 자료를 입력할 경우 값의 일관성(대소문자, 띄어쓰기 등)

을 유지하기 위하려 기본 코드값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작업은 CASE(Computer Added Software Engineer) 

도구를 사용하여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

로 추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필요한 source code를 산출하 다. 이미 

설계된 인장DB에 앞으로 개발될 충격 및 피로특성 DB 포함시킨 ERD는 

Fig. 3-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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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of material propert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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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응용프로그램의 분석/설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

자들이 편리하게 검색하고 DB 관리자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응용프로그램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사용될 

자료관리용 프로그램과 외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이미 개발된 인장특성 DB용 응용프로그램을 모든 특성실험을 포

괄할 수 있는 원전재료물성 DB용 응용프로그램으로 개편하 다. 자료관리용 

프로그램은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역별로 자료를 일관성 있

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데 소재관련 자료관리용 모듈, 시편관련 자

료관리용 모듈, 실험개요 및 참고문헌 자료관리용 모듈, 실험관련 자료관리

용 모듈, Data-sheet 관리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관리(입력, 수정, 삭

제)의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금속소재에 관련된 자료관리 작업을 처리한다.

2. 작업할 특성실험을 선택한다.

3. 시편에 관련된 자료관리 작업을 처리한다.

4. 특성실험에 관련된 작업을 처리한다.

5. Data-sheet에 관련된 작업을 처리한다.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에는 일반검색과 복합검색으로 분류하 는데 일반검

색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 관심이 있는 특성실험을 선택한다.

- 특정 변수를 가지는 금속소재를 검색하고 검색된 소재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 필요 시 선택된 소재의 제조정보, 화학조성, 가공정보, 조직정보를 검

색한다.

- 선택된 소재로 제작된 시편을 찾아낸다.

- 선택된 시편들이 많은 경우에는 다시 조건을 부여하여 원하는 시편

만을 출력하고 원하는 시편들을 선택한다.

- 필요 시 선택된 시편들의 세부정보(시편가공, 미세 조직, 시편형상, 

조사정보, 용접정보)를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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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시편으로 실시된 특성실험의 조건 및 결과를 검색한다.

- 특성실험에 관련된 세부정보(실험개요, graph, 참고문헌, 참여자)를 

검색한다.

복합검색은 한꺼번에 금속소재, 시편, 실험결과 등에 조건을 부여하여 원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검색방법인데 다수의 검색결과에 특정 특성실험을 선

택하고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소재관련 세부정보(제조정보, 화학조성, 가공정

보, 조직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용된 시편에 관한 세부정보(시편가공, 

미세 조직, 시편형상, 조사정보, 용접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실험에 관

한 세부정보(실험개요, graph, 참고문헌, 참여자)도 열람할 수 있다. 인장, 충

격 및 피로를 추가한 원전재료물성 DB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설계 산출물

은 FHD(Function Hierarchy Diagram)으로 작성되고 Fig. 3-5-2와 같다. 또

한 DB의 사용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사용자의 자료 사용권한에 

차이를 두었다.

- 관리자 : 모든 자료의 입출력 및 수정/삭제가 가능함.

- 원전재료기술개발팀 : 모든 자료의 검색 및 Data-Sheet 파일 

Download가 가능함.

- 일반사용자 : 자료의 검색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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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 FHD (Function Hierarchy Diagram) of the property DB 

system for nuclea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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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은 Oracle사의 Oracle 9i를 사용하 다. 

원전재료물성DB 시스템의 구성은 자료를 보관하는 DB서버와 모든 사용자들

이 접근하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Web 서버로 분리 구성되었다. DB서버

는 연구소 방화벽 내부에 존재하여 해커로 인한 시스템 손상가능성을 예방

하 으며 Web서버는 외부사용자의 사용을 위하여 방화벽 외부에 존재한다. 

충격 및 피로특성 DB를 위하여 분석/설계된 ERD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 는데 실제의 표들은 앞서 언급하 듯이 모든 특성실험에 공동으로 

사용될 표들(Table 3-5-1)과 각 특성실험마다 별도로 사용되는 표들로 분류

되는데 Table 3-5-2는 충격특성 실험관련 표이고 Table 3-5-3은 피로특성 

실험관련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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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List of the common tables for the material DB system.

Table 설    명 비 고

CHML_ELEMT 소재의 화학원소의 구성비에 관한 정보를 보관

CHML_SLCT 검색시의 화학원소 선택을 위한 정보를 보관

HEAT_NO_CODE 검색 시 표준화된 Heat 번호 code 정보를 관리

MAKER 소재의 제조회사 정보

MATERIAL_CODE 소재명칭 code 정보를 관리

MELTING_MTH_C

ODE
용해방법을 관리

METHOD_CODE 용접방법 code 정보를 관리

MICRO_STR 소재의 미세 조직관련 정보를 관리 

MTL_SPEC_CODE 소재의 규격 code 정보를 관리

MTRL 소재관련 기본정보를 관리

PROCESS 소재의 가공관련 정보를 관리

PROCESSING_COD

E
소재가공 방법 code 정보를 관리

REFERENCE 참고문헌 정보를 관리

SAMP_DIR_CODE 시편의 sample 방향 code 정보를 관리

SHAPE_CODE 소재 형태 code 정보를 관리

TYPE_CODE 시편 형상 code 정보를 관리



- 418 -

Table 3-5-2. List of the tables for the material impact DB 

Table 설명 비고

IMP_DATA_SHEET
충격특성 실험자료 data-sheet 자체 정보를 보

관

IMP_EXPMTL_CDN 충격특성 실험을 실시한 조건정보를 보관

IMP_EXPMTL_RST 충격특성 실험 결과자료를 보관

IMP_EXPTOR 연구원들의 정보

IMP_EXP_EXPTOR 충격특성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 정보

IMP_EXP_OUTLIN

E
충격특성 실험개요 정보를 보관

IMP_EXP_REFERE

NCE
충격특성 실험을 수행하는데 참조한 문헌정보

IMP_HEAT_TREAT 시편의 열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

IMP_IRRADIATION 조사 시편인 경우 조사관련 정보를 관리

IMP_SHAPE 시편의 형상관련 정보를 관리

IMP_SPECIMEN 시편과 소재의 관계정보 및 기타 정보를 관리

IMP_SP_MCR_STR 시편의 미세 조직관련 정보를 관리

IMP_WELDING 시편의 용접정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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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3. List of the tables for the material fatigue DB system

Table 설명 비고

FAT_DATA_SHEET 피로특성 실험자료 data-sheet 자체 정보를 보관

FAT_EXPMTL_CDN 피로특성 실험을 실시한 조건정보를 보관

FAT_EXPMTL_RST 피로특성 실험 결과자료를 보관

FAT_EXPTOR 연구원들의 정보

FAT_EXP_EXPTOR 피로특성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 정보

FAT_EXP_OUTLINE 피로특성 실험개요 정보를 보관

FAT_EXP_REFEREN

CE
피로특성 실험을 수행하는데 참조한 문헌정보

FAT_HEAT_TREAT 시편의 열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관리

FAT_IRRADIATION 조사 시편인 경우 조사관련 정보를 관리

FAT_SHAPE 시편의 형상관련 정보를 관리

FAT_SPECIMEN 시편과 소재의 관계정보 및 기타 정보를 관리

FAT_SP_MCR_STR 시편의 미세 조직관련 정보를 관리

FAT_WELDING 시편의 용접정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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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응용프로그램 구축 

원전재료물성 DB시스템의 사용자들은 관리자, 내부사용자, 외부사용자로 

구분되는데 모든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경제적인 Internet 방식으로 개발하 다. 따라서 응용프로그램 서버는 Web 

서버로 구성되고 방화벽 밖에 존재한다. 사용된 Web 서버는 Oracle사의 

Application Server인 9iAS(Internet Application Server)이며 응용프로그램은 

JSP(Java Server Pages)를 사용하여 구축하 다. 응용프로그램은 크게 관리

자들이 사용하는 자료관리용 프로그램과 일반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검색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관리용 응용프로그램은 소제정보 등 공유

자료 작업 후 각 특성실험별로 시편정보, 실험정보 순으로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일반사용자들은 볼 수 없다. 검색용 응용프로그램은 

각 특성실험 별로 일반 검색용인 DB출력과 복합검색용 구성되어있는데 DB

출력은 소재정보화면에서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해당하는 소재정보를 검

색하고 검색된 소재로 제작된 시편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조건 및 

시편을 선택하여 실험결과 화면으로 이동하여 결과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각각의 정보화면에서 세부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복합검색은 소재

조건, 시편조건, 실험조건을 동시에 입력하여 해당 정보를 검색하고 출력된 

자료에 대한 세부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Fig. 3-5-3은 충격특성 

DB의 시편형상 입력화면이고, Fig. 3-5-4는 피로특성 DB의 실험조건 입력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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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Web page of the specimen shape for impact 

property DB.

Fig. 3-5-4. Web page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for fatigue 

propert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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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식(Corrosion)특성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 

가. 부식특성 실험 자료의 표준 data-sheet 결정

부식 특성실험은 시편의 모양에 따라 시편정보가 다르고 실험방법에 따라 

서로 다양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실험에 사용되는 다양한 용제 

및 복잡한 실험절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관된 자료의 정리가 

매우 복잡하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인장특성 등은 동일한 시편(소재정보, 시

편정보 동일, 논리시편으로 통칭)정보와 동일한 실험방법 하에서 하나의 실

험변수(주로 실험온도)로 하나의 결과자료 형식을 가졌다. 그러나 부식특성

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는 시편이 없고 실험변수 또한 다수가 있어 표준화된  

data-sheet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data-sheet에 다수의 논리시편 및 다양한 실험변수와 실험형태로 실시된 부

식특성을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data-sheet의 형식을 변경하여 작성자의 불

편함을 줄 다. 변경된 data-sheet는 다양한 시편정보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table에 필드에 추가하 고 시편형상을 5가지(u-bend, c-ring, plate, 

cylinder, others)로 한정하 고, 실험형태도 5가지(u-bend, c-ring, ssrt, 

corrosion, others)로 제한하 다. 실험결과 자료는 실험형태에 따라 5가지의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다. 

나.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

표준화된 Data-sheet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표준

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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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 작업은 Oracle사의 분석/설계 도구인 Designer 

2000를 사용하여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으로 작성되고 추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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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필요한 source code를 산출할 수 있다 (Fig. 3-5-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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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of material DB.

COR_SPECIMEN
#  SPEC_ID
o  INFORM1
o  INFORM2
o  INFORM3

COR_IRRADIATION
#  IRRADIATION_ID
o  REACTOR
o  HOLE_NO
o  START_DATE
o  END_DATE
o  IRRD_PERIOD
o  PARTICLE_TYP
o  FLUENCE10
o  FLUENCE01
o  THERMAL_NEUTRON
o  FLUX
o  TEMP
o  CAPSULE_NO
o  SPECIMEN_LOC
o  DAMAGE_CAL_COD
o  CAPSULE_DRAW
o  F_NAME
o  REMARK

COR_WELDING
#  WELDING_ID
o  ORGANIZATION
o  CONDUCTOR
o  WELD_DATE
o  METHOD
o  WIRE
o  GROOVE_SHAPE
o  DEPTH
o  ANGLE
o  WIDTH
o  PASS_MTH
o  PASS_NUM
o  FLUX
o  PREHEAT_TEMP
o  PREHEAT_TIME
o  INTERPASS_TEMP
o  WELD_CURRENT
o  VOLTAGE
o  SPEED
o  HEAT_IN
o  POST_WELD_TEMP1
o  POST_WELD_TIME1
o  POST_WELD_TEMP2
o  POST_WELD_TIME2
o  POST_WELD_TEMP3
o  POST_WELD_TIME3
o  POST_WELD_TEMP4
o  POST_WELD_TIME4
o  REMARK

COR_SHAPE
#  SHAPE_ID
o  TYPE
o  INNER_DIAMETER
o  OUTER_DIAMETER
o  LENGTH
o  WIDTH
o  THICKNESS
o  CURVATURE
o  NOTCH_TYPE
o  NOTCH_ANGLE
o  NOTCH_ROOT_RADIUS
o  NOTCH_DEPTH
o  NOTCH_ORIENTATION
o  GG_LGTH_DIAMT
o  GG_LGTH_LGTH
o  GG_LGTH_WDTH
o  GG_LGTH_THCK
o  SAMP_DIR
o  SAMP_POS
o  SURF_FINISH
o  DRAWING
o  F_NAME
o  REMARK

COR_HEAT_TR
EAT
#  HEAT_ID
o  HEAT_RATE1
o  TEMP1
o  HOLD_TIME1
o  COOL_MTH1
o  COOL_RATE1
o  ENVIRONMENT1
o  HEAT_RATE2
o  TEMP2
o  HOLD_TIM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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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응용프로그램의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고객들에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응용프로그램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사용될 자료관

리용 프로그램과 외부 일반고객들이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자

료관리용 프로그램은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역별로 자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데 소재관련 자료 관리용 모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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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용 모듈, Data-sheet 관리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검색용 프

로그램은 고객들이 첫 화면을 4개의 주제별로 접근 가능하게 구성하 는데 

일반 자료출력과 조건검색을 하나의 모듈에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또한 

4개의 모듈은 상호 연계되어 고객들이 간단하게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

게 설계하 다.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은 소재관련 자료 검색 모듈, 시편관련 

자료검색 모듈, 실험관련 자료검색 모듈, 복합의 조건을 부여하여 원하는 자

료 검색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부식특성 응용프로그램은 각 실험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실험결과 자료를 입력하고 검색 시에는 실험방법을 tab 명칭

을 선택하여 입력된 결과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는 FHD(Function Hierarchy Diagram)으로 작성되었다 (Fig. 

3-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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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FHD (Function Hierarchy Diagram) of the 

material corrosion D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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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식특성DB 개발

- 시키마 구축 : 원전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으로 사용

User ID : tensile

Tablespace 구축 : 원전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으로 사용

Data Tablespace : TENSILE, size : 1000MB

Index Tablespace : TENSILE_I, SIZE 500MB

- 자료입력 : 2단계에서 입력예정

마. 부식특성DB 응용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부식물성DB 시스템의 화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시스템 환경 : Internet 방식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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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tool : Java, JSP, PL/SQL

- 자료 관리는 관리자 및 부식특성 실험자만이 접근이 가능함(Fig. 

3-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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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Searched web page in the material corrosion D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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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ep특성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 

가. Creep특성 실험 자료의 표준 data-sheet 결정

Creep특성 실험은 지금까지 개발한 인장특성실험과 유사하고 단지 실험결

과만 다르다. 따라서 소재정보, 시편정보, 실험에 관련 정도 등 대부분을 같

은 data-sheet를 사용하고 단지 실험결과만 다르게 수정하 다.

나.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는 표준화된 Data-sheet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표준화된 Data-sheet를 보면 자료를 크게 4개의 법주

로 분류가능한데 다음과 같다.

- 소재에 관한 자료

- 시편에 관한 자료

- 실험조건/결과 및 개요에 관한 자료

- Data-sheet에 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 작업은 Oracle사의 분석/설계 도구인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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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필요한 source code를 산출할 수 있다 (Fig. 3-5-8 

참고).

다.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응용프로그램의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고객들에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응용프로그램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사용될 자료관

리용 프로그램과 외부 일반고객들이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자

료관리용 프로그램은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역별로 자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데 소재관련 자료 관리용 모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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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용 모듈, Data-sheet 관리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검색용 프

로그램은 고객들이 첫 화면을 4개의 주제별로 접근 가능하게 구성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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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료출력과 조건검색을 하나의 모듈에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또한 

4개의 모듈은 상호 연계되어 고객들이 간단하게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

게 설계하 다.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은 소재관련 자료 검색 모듈, 시편관련 

자료검색 모듈, 실험관련 자료검색 모듈, 복합의 조건을 부여하여 원하는 자

료 검색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Creep의 실험결과 자료에서 온도별 Stress 

vs Time to rupture, Strady state creep vs. Stress의 graph을 그릴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Fig. 3-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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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8.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of material cree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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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9. FHD (Function Hierarchy Diagram) of the material 

creep  D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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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reep특성DB 개발

- 시키마 구축 : 원전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으로 사용

User ID : tensile

Tablespace 구축 : 원전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으로 사용

Data Tablespace : TENSILE, size : 1000MB

Index Tablespace : TENSILE_I, SIZE 500MB

바. Creep특성DB 응용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Creep특성DB 시스템의 화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시스템 환경 : Internet 방식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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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tool : Java, JSP, PL/SQL

- 자료 관리는 관리자 및 부식특성 실험자만이 접근이 가능함 (Fig. 

3-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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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0. Searched web page of the material creep D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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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괴 및 균열속도특성실험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가. 파괴 및 균열속도특성 실험 자료의 표준 data-sheet 결과

파괴 및 균열속도특성 실험 자료를 정리할 표준화된 data-sheet을 개발하

여 이미 실행했던 실험 자료를 이 data-sheet에 따라 정리하고, 앞으로 실시

될 모든 실험은 이 data-sheet에 따라 실험결과를 제출하기로 하 다. 파괴

특성실험의 경우 이미 개발된 인장특성실험의 data-sheet와는 대부분 유사하

고 실험조건 및 결과만 별도로 수정하 다. 균열속도의 경우 시편형상정보의 

일부 및 실험조건, 실험결과정보가 기존의 인장특성실험과 달라서 수정하

다. 특히 균열속도특성실험의 경우 피로균열속도 및 Creep균열속도의 2가지 

경우에 있는데 실험조건 및 결과가 서로 유사하여 같은 data-sheet를 사용하

기로 하 다. 파괴 및 균열속도특성 실험 자료를 정리할 표준화된 

data-sheet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관련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표

준용어로 사용하고 수치 값들의 단위들도 통일하기로 하 다. 

나.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는 표준화된 Data-sheet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표준화된 Data-sheet를 보면 자료를 크게 4개의 법주

로 분류가능한데 다음과 같다. 

- 소재에 관한 자료

- 시편에 관한 자료

- 실험조건/결과 및 개요에 관한 자료

- Data-sheet에 관한 자료

균열속도특성실험의 DB설계는 피로균열특성 및 creep균열특성 실험 자료

를 동시에 수용하면서 구분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데이터베이스 분

석/설계 작업은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으로 작성되고 추후 데이

터베이스 구축작업에 필요한 source code를 산출할 수 있다 (Fig. 3-5-1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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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은 파괴인성DB 설계 시 유의사항이다.

* 실험조건에서 온도, 하중 (정하중, 동하중), 인가 전류(DCPD의 경우)

등이 있음

* 실험 방법에는 K, J(DCPD 포함)가 있음.

* Curve graph의 source data는 excel의 각 sheet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바로 graph로 그리는 방법을 모색(인장이나 충격의 

경우 excel graph을 저장함). 적절한 graph tool 사용방안 도출.

* 파괴인성 실험결과는 실험 방법에 따라 적절히 서로 다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결과 값을 기본으로 적절한 graph를 작성하는 

program을 작성.

다음은 균열속도특성 DB 설계 시 유의사항이다.

* 소재 관련정보, 참고문헌은 동일한 자료구조이면서 여러 실험에       

공통으로 사용됨

* 이미 개발된 특성실험(인장, 피로, 충격, creep, 부식특성)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음

* 하나의 시편으로 하나의 실험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data-sheet를 작성할 경우 실험마다 하나의         

data-sheet의 작성이 요구됨.

* 실험개요, Data-Sheet정보는 동일한 자료구조를 가지나 특정 실험마

다 별도로 관리되도록 개발함

* 균열속도의 경우에는 다수의 주요변수(온도, 가중속도, 평균응력, 최초

균열 크기 등)가 존재함. 따라서 하나의 data-sheet 에 하나의 소재로 

제작된 다수의 시편으로 다수의 실험변수로 이루어진 복잡한 다수의 

특성실험결과가 수록됨.

* 다수의 시편들이 동일한 실험조건하에서 특성실험이 실시되므로 자료

입력 시 실험조건을 중복으로 입력하는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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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1.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of the fracture toughness 

and crack properties D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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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응용프로그램의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고객들에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응용프로그램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사용될 자료관

리용 프로그램과 외부 일반고객들이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자

료관리용 프로그램은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역별로 자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데 소재관련 자료 관리용 모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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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관리용 모듈, Data-sheet 관리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검색용 프

로그램은 고객들이 첫 화면을 4개의 주제별로 접근 가능하게 구성하 는데 

일반 자료출력과 조건검색을 하나의 모듈에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또한 

4개의 모듈은 상호 연계되어 고객들이 간단하게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

게 설계하 다.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은 소재관련 자료 검색 모듈, 시편관련 

자료검색 모듈, 실험관련 자료검색 모듈, 복합의 조건을 부여하여 원하는 자

료 검색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Creep의 실험결과 자료에서 온도별 Stress 

vs Time to rupture, Strady state creep vs. Stress의 graph을 그릴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Fig. 3-5-12 참조) 특히 그 동안에 개발된 특성

DB들의 운 에서 얻어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시에 반 하 다.

- 소재에 관한 자료 : 소재에 관련된 자료에는 소재의 제조에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 즉 형태, 재료규격, 제조업자, 등과 제조공정에 관련된 

자료, 화학조성에 관련된 정보, 재료의 미세 조직에 관련된 자료 등으

로 구성됨.

- 시편에 관한 자료 : 하나의 소재에서 다수의 시편들이 생산될 수 있    

고 각각 시편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가공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시  

편이 완성된다. 시편의 가공에 관련된 정보(조사정보, 용접정보, 열처리

정보, 형상정보, 가공 후 조직정보)로 구성됨. 

- 실험조건/결과 및 개요에 관한 자료 : 실험조건/결과에 관한 자료에     

는 실험조건변수에 관한 자료, 실험결과에 관한 자료, 전반적인 실험  

개요 및 참고자료로 구성됨. 실험결과에는 동일한 시편을 사용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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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조건이 따른 일련의 실험에서 결론을 위한 실험결과 요약을 위  한 

별도의 table이 필요함.

- Data-sheet에 관한 자료 : Data-sheet에는 문서번호가 부여되며 소     

책자로 발간되어 보관 및 내외에 배포될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자료로 구성됨.

-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 다른 특성실험이 있으면 서로 연계되도록 

개발하고 화면에 해당 특성실험을 표시한다.

- 기 개발된 특성실험도 새로 개발될 특성실험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정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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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2. 균열속도DB 시스템의 업무흐름도



- 443 -

라. 데이터베이스 개발

- 시키마 구축 : 원전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으로 사용

- User ID : tensile

- Tablespace 구축 : 원전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으로 사용

- Data Tablespace : TENSILE, size : 1000MB

- Index Tablespace : TENSILE_I, SIZE 500MB

마. 응용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파괴 및 균열속도특성DB 시스템의 화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

고 있다. 

- 시스템 환경 : Internet 방식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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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tool : Java, JSP, PL/SQL

- 자료 관리는 관리자 및 부식특성 실험자만이 접근이 가능함

 원전재료물성 응용시스템은 Web 서버로 구성되었고 방화벽 밖에 존재한

다. 사용된 Web 서버는 Oracle사의 Application Server인 9iAS(Internet 

Application Server)이며 응용프로그램은 JSP(Java Server Pages)를 사용하

여 구축하 다. 응용프로그램은 크게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자료관리용 프로

그램과 일반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검색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관리용 응용프로그램은 소제정보 등 공유자료 작업 후 각 특성실험별로 시

편정보, 실험정보 순으로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일반사용

자들은 볼 수 없다. 검색용 응용프로그램은 각 특성실험 별로 일반 검색용인 

DB출력과 복합검색용 구성되어있는데 DB출력은 소재정보화면에서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해당하는 소재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소재로 제작된 시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조건 및 시편을 선택하여 실험결과 화면으

로 이동하여 결과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각각의 정보화면에서 세부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복합검색은 소재조건, 시편조건, 실험조건을 동시

에 입력하여 해당 정보를 검색하고 출력된 자료에 대한 세부정보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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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구성하 다. Fig. 3-5-13은 파괴인성DB의 실험결과화면이고, Fig. 

3-5-14는 균열속도 DB의 복합검색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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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3. Web page of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e 

fracture toughness DB system.

Fig. 3-5-14. Searched web page of the crack propagation rate 

D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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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총 3 단계의 연구 중 2 단계 3년 동안 수행되었으며, 당해단계

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원전재료의 비조사․조사 고온강도 평가 및 건전성 해석기법 확립

○ 고온․저팽윤 개량재료 개발

○ 고기능 부가 복합체재료 제조와 평가기술 개발

○ 원자력 재료 종합 물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해당연도별 단계 목표 및 달성도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원전재료 고온 

피로 및 크리프 

평가, 해석기법 

확립

• 316NG강의 모재 및 용접재에 대한 

고온 기계적 물성시험 수행: 인장, 피

로, 열피로, 크리프, 크리프-피로, 피로

균열전파 (온도범위: 상온 ∼ 800 ℃)

• 304NG, 316NG, FMS강의 조사특성 

시험 수행: 조사온도 (320℃기준), 조

사량 (최대 3 x 10
20 n/cm2)

• 입자빔을 이용한 316NG 및 FMS강

의 팽윤 (swelling) 모사시험 기술 개

발

• 중성자 추적법을 이용한 316NG강의 

보론함량 및 분포 분석방법 개발

25 100

-추진일정과 

목표성과물을 

계획대로 달성.

-34건의 데이터 

자료집 발간.

-2차례 

조사시험과 

인장시험 수행. 

-다수의 논문과 

특허 1건 생산.

가동중 노내 

구조물 체결 

부품의 손상 

미캐니즘 규명, 

대책 방안 제시

• 용접 연결부에서의 열피로 손상 분

석 및 월성2호기 현장사례 해석  

• BFB의 IASCC 손상정보 분석, 미캐

니즘 이해 및 고리1호기 사례분석

5 100

-추진일정과 

목표성과물을 

계획대로 달성

-6건의 

현장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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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저팽윤.고온용 

개량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 600℃, 130MPa급 FMS강의 최적조

성 및 최적공정 확립: Mod.9Cr-1Mo

와 HT-9강을 기준으로 하여 질소 함

량과 열처리 공정을 최적화하여 

Mod.9Cr-1MoN강을 개발하고, 고온특

성을 30% 개선함.

• 고온강화 미캐니즘 규명 및 재료규

격 설정: GEN-IV 등의 미래형 원전

에 적용하기 위한 인장, 크리프 데이

터를 축적함.

20 100

-추진일정과 

목표성과물을 

계획대로 달성.

-11건의 데이터 

자료집 발간.

-다수의 논문과 

국내외 특허 

2건 생산.

내방사성 고기능 

부가 및 복합체 

재료 제조 기술 

개발

• 흑연 및 C/C 복합체 소재의 FGM 

코팅공정 및 설계기술 개발: 고온 내

산화 무게감소 1% 목표를 달성함. 

• TF-CVI 방법에 의한 복합체 최적 

제조공정 개발: whiskering법을 적용

한 CVI 고 화 공정으로 평균 도 

90% 이상을 달성함.

30 100

-추진일정과 

목표성과물을 

계획대로 달성.

-2건의 

현장기술 지원.

-국내외 논문을 

다수 발표.

-재료학회 

최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원전 재료 종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인장, 파괴인성, 충격, 피로, 부식, 

SCC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

20 100

-추진일정과 

목표성과물을 

계획대로 달성.

-6건의 

프로그램 등록.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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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최근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산학연간에 역할분담을 강조하며 기존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산업체 연계 사업의 확대와 미래형 원자로와 관련된 연구사

업에 출연연 중심 운 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원자력 

산업 분야의 흐름에 잘 부합한 연구범위의 설정으로 가동 중 원전의 용접부 

손상 원인 규명과 같은 현안문제 해결책 제시와 더불어 GEN-IV 원자력 에

너지 시스템이나 핵융합로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에서 핵심기

술로 대두되는 재료개발, 재료 특성 평가기술 및 데이터 베이스화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 다.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격리밸브 용접부의 손상

부위를 채취하여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열피로가 그 손상원인임을 규명하

으며, VHTR 과제의 기획 및 선행연구 수행, SCWR 관련 공동연구 수행, 

SFR 관련 재료정보 제공, 핵융합로 기획 참여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

한 재료분야 연구 기획 및 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하 다. 그리고 2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는 국가 원자력 산업이 요구하는 업무를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 으며, 대표적인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1) 최적

의 특성을 갖는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결정하고 그 규격을 316NG 스

테인리스강이라고 명명, 2) 용접부의 특성을 평가하여 용접부의 피로특성이 

모재의 50% 수준임을 확인하고, 피로수명을 15% 향상시킬 수 있는 특수용

접방법 개발(특허출원), 3) 월성 2호기에서 발생한 격리밸브 용접부의 손상원

인 규명, 4) 130MPa 급 개량 마르텐사이트강 제조 공정 개발 (특허출원). 5) 

탄소계 복합체의 내산화성 실험에서 무게변화를 1% 이내까지 줄이는 경사 

기능코팅법 개발, 6) 도 90%, 곡강도 600 MPa 이상인 SiC/SiC 복합체 제

조 공정 개발, 7) 원자력 재료 인장DB, 충격DB, 피로DB, 부식 DB 구축 및 

프로그램 등록과 인터넷 공개

이러한 결과들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용 고온.고강도 스테인리스강 개발 : 방사선 환경 하에서 내부식

성이 요구되는 가동중 원전의 노내 구조물용 재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고온 

특성이 요구되는 액체금속로의 노내 구조물과 일차계통 배관 재료에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철강산업계와 연계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크게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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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 개량 고크롬 마르텐사이트강 개발 : 고온과 내부식성이 요구되는 액체

금속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및 연료 피복관과 열응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액체금속로 일차계통 배관 재료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온을 요구

하는 초고온가스로의 원자로용기 재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중성자에 

의한 팽윤을 최소화하고 고온강도를 요구하는 초임계 원자로 연료 피복관과 

핵융합 제1차벽 재료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초임계압 조건에서 운전하

고 있는 초임계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튜브 재료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출

원중인 특수 열처리 공정 기술은 고온특성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므

로, 산업에 직접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열피로 및 용접부 건전성 평가기술 : 가동연수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용접접합부에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균열 손상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도출하는데 열피로 시험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용접부의 피로특성의 저하 

원인을 규명하고 도출한 향상방안은 산업체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월성2호기 정화계통 격리밸브 용접이음부에서의 열피

로 균열분석에 활용되었다.

• 탄소 및 탄화규소계 복합체 개발 : 초고온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초고

온가스로 노심 안내관 및 열차폐체 재료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

전온도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핵융합 blanket의 일차벽 재료로서 적용을 고

려하고 있다. 또한 고온에서 안정한 재료거동을 요구하는 항공우주산업과 방

위산업용 소재 등과 같이 타 산업용 고온소재로 그 활용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 원자력재료물성 DB: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료물성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보관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국내의 가장 취약 

분야인 DB를 확보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 고, 국내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함으로써, DB의 공동 활용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국내의 

타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DB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국

가의 주요한 지식보고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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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환경의 주요 4대 변수 중 고온 환경 하에서의 원자력 재료 특성을 평가하고, 고

온․저방사화 개량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고온에서의 인장특성, 피로특성, 

크리프특성 등을 평가하고, 고온에서 재료 조직의 열화 미캐니즘과 속도론을 파악하여 재

료손상을 예측하 으며, 조사거동 특성을 평가하 다. 그리고 원자력 재료의 물성 자료집 

양식을 결정하고 데이터 입출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 DB를 구축하 다. 최적

의 특성을 갖는 원자력용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결정하고 그 규격을 316NG 스테인

리스강이라고 명명하고 고온인장, 피로, 크리프 특성을 평가하여 316L강에 비하여 30% 

이상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130 MPa급 개량 마르텐사이트강 재료규격을 설정하고, 

특수열처리에 의한 고온강도 향상기술을 개발하 다. 1000℃에서의 산화 무게감량을 0.3% 

이하로 낮출 수 있는 C/C 복합체의 최적 조성경사층 코팅기술을 개발하 으며, SiC/SiC 

복합체의 기공율을 1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특수충진공정을 개발하 다. 그리고 인장

DB, 파괴인성DB, 충격DB, 피로DB, 부식DB, 크리프DB를 구축하여 국내 이용자가 인터넷

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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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s to characterize the structural materials under the high temperatur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nvironmental factors in nuclear systems, to develop advanced 

materials for high temperature and/or low activation in neutron irradiation. Tensile, 

fatigue and creep properties have been carried out at high temperature to evaluate 

the mechanical degradation. Irradiation tests were performed using the Hanaro. The 

optimum chemical composition and heat treatment condition were determin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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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obtained even in a shorter processing time than the conventional CVI 

process. Material integrated databases are established using data sheets. The 

databases of 6 kinds of material properties are accessible through the home p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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