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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고온가스로에 사용될 구조재료는 고온에서 장시간 동안 사용되므로, 미세구조의 

안 성, 기계  성질 (인장강도, 크리 , 피로, 크리 -피로), 마모, 수소와 삼 수소

의 흡착성, 성자 조사 성질, 헬륨 불순물에 의한 부식성질이 요하다. 향후 우리

나라의 고온가스로용 재료를 선정을 해서는 이들 고온성질을 악하고 기  자료

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온가스로의 설계 시에 필요한 고온 재료물성 항목들을 조사하

으며, 고온가스로의 요 부품인 간열교환기 (IHX), 고온 배 재 (hot duct and 

piping), 노내부품 (internals)의 후보재료인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lloy 

800H 내열 합 에 하여 인장강도, 크리 , 피로, 성자조사, 헬륨 부식의 향 

등의 고온물성 자료를 수집․분석하 다. 한 이들 재료에 하여 물리  성질, 인

장강도, 크리 , 크리  균열성장 성질을 재료별로 각각 비교 평가하 다. 이들 결과

는 향후 고온가스로의 부품별 후보재료의 선정 시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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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ince structural materials fo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are 

used during long period in nuclear environment up to 1000
o

C, it is important 

to have good properties at elevated temperature such as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creep, fatigue, creep-fatigue), microstructural stability, 

interaction between metal and gas, friction and wear, hydrogen and tritium 

permeation, irradiation behavior, corrosion by impurity in He. Thus, in order 

to select excellent materials for the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o gather the data 

for them. 

  In this report, the items related to material properties which are needed 

for designing the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were presented.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creep, and fatigue etc. were investigated for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which can be used as the 

major structural components, such as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hot duct and piping and internals. Effect of He and irradiation on these 

structural materials was investigated. Also, mechanical properties; physical 

properties, tensile properties, creep and creep crack growth rate were 

compared for them, respectively. These results of this report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to select superior materials for high temperature gas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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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온가스로는 출구온도가 약 1000
o

C에 이르는 고온과 4～7 MPa의 고압하에서 

사용되며, 냉각재로는 기체 에서 화학반응이  없고, 고온에서도 상변화가 없

는 헬륨 (He)이 사용된다. 헬륨의 높은 냉각재 온도로 인하여 높은 기 변환효율, 

열 이용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핵분열 생성 출, 냉각재 련사고 등 노심

사고에 한 고유의 안정성이 우수하며, TRISO 핵연료 입자의 방사능 포획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1]

  고온가스로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되므로 안정 으로 사용하기 한 재료의 선

택이 요하다. 구조재료의 선택과정은 기본 으로 고속로의 선택조건과 비슷하지

만 고온 가스로는 매우 고온이기 때문에 재료의 열화에 따른 구조안정성, 변형속도, 

크리  손상이 고속로에 비교해서 요하다. 고온 기기들이 노출되는 환경조건은 i) 

고온에서 장시간 정하  노출, ii) 가동  주기 인 열하 과 기계  하 에 노출, 

iii) 불시정지에 따른 단시간 열하   기계  하 에 노출, iv) 냉각재내에 불순물

에 의한 부식 환경 노출, v) 고온에서 속과 속의 면에서 발생하는 마모환

경에 노출, vi) 열  고속 성자 환경에 노출된다.[2] 따라서 고온 가스로에 용할 

재료들은 고온 장시간 사용조건에서 미세구조의 안 성, 기계  성질 (인장강도, 크

리 , 피로, 괴특성 등), 기체와 속과의 상호작용, 마모, 수소와 삼 수소의 흡착

성, 성자 조사 성질, 헬륨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한 부식성질 등이 우수하여야 한

다. 고온가스로 개발을 해서는 이들 물성들이 실험 으로 검증 평가되어야만 한

다. 그러나 이제 고온가스로 연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고온재료들에 한 연구 경

험과 실험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온가스로

용 재료들의 기 인 물성을 조사․분석하여 고온가스로용 구조재료 선택 시 활용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온가스로의 설계에 필요한 재료물성 항목들을 살펴보았으며,  

고온가스로의 요 부품인 간열교환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 IHX), 고온 

배 재 (hot duct and piping), 노내 구조물 (internals)등의 후보재료인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lloy 800H의 내열합 에 하여 물리  성질과 인장강도, 

크리 , 피로, 헬륨 불순물  성자조사의 향에 의한 기계  특성 변화 자료를 

조사하 다. 향후 고온가스로용 최  구조재료의 선정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자 이들 재료에 하여 물리  성질  인장, 크리 , 크리  균열성장 등의 고온 

기계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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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가스로 연구  재 료  황  

  

   2.1 국내 고온가스로 연구 황

   제4세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IF)에서 

선택한 6개 노형 의 하나인 고온가스로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VHTR)

의 개발목표는 수소생산을 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해 기존기술인 

고온가스로보다 출구냉각재온도를 50 
o

C 정도를 더 높인 1000 
o

C의 열을 공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Fig. 1 참조)  GIF의 VHTR 운 원회 (steering 

committee)에서는 고온가스로의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해서 노심설계 (dsign 

and safety), 핵연료 (fuel development), 재료(material and components), 수소생산

(hydrogen production). 가스터빈 (turbo machinery and BOP)의 5개의 과제 리

원회 (project management board, PMB)를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가스터빈분야를 

제외한 4개 PMB에 참여하고 있다. 

  노심설계부분에서의 연구개발 은 비개념설계, 안 성향상, 수소의 삼 수소 

오염, 여타분야의 종합에 있다. 핵연료부분에서는 SiC 피복과 ZrC 피복연료, 핵연료 

성능, 고연소도 달성이 사항이다. 재료  부품부분에서는 재료개발과 부식과 

방사선조사를 포함한 특성평가, 재료거동모형개발, 탄소 복합재, 고온열이용을 한 

간열교환기, 격리밸  등이 사항이다. 수소생산부분에서는 고온 수증기 기분

해, 열화학법 특히 황-요드법 (sulfur-iodine thermochemical cycle)의 공정개발과 

열화학데이터베이스개발, 격리밸  등 원자로와 화학공장의 연결이 사항이다. 

가스터빈부분에서는 Braton Cycle을 이용하는 직 발 용 고효율 헬륨가스 콤

서  가스터빈의 개발이 사항이다. 핵연료주기에 한 연구개발로는 액티나이

드 연소를 한 deep burn 개념, 직  처분, 재처리 등이 있으나 향후 연구항목으로 

분류하 다. 

  GIF의 VHTR 운 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랑스, 일본, 미국, 국, 

유라톰, 남아공, 스 스, 캐나다 회원국들과 함께 고온가스로의 국제공동 개발을 

해서 2020년 에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시스템 개발목표를 세우고, 년부터 

정부과제로 “원자력이용 수소생산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

은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개발  실증으로 수소 생산 실증로 설계  건설, 실 , 

고온가스로 핵심기술개발, 피복입자핵연료 기술개발  제조, 열화학수소제조 핵

심기술개발  실증을 최종목표로 하여 2017년까지 수소생산에 합한 실증로와 

수소생산 랜트를 건설하고, 2020년까지는 실증을 완료하며, 여기에 사용할 핵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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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의 연구방향은 각종 련 요소기술을 악, 개발하여 기술  능력을 향상시

키려는 노력과 함께 수소생산용 고온가스원자로로서 우리나라의 2020년  수소수요

에 합한 단  모듈의 용량을 조사하여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악하고, 페블형 

(pebble)과 리즘형 (prism)  어느 노형이 수소생산에 합한 것인가 하는 기술

 합성, 건설을 한 인허가 가능성, 부족한 외국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 국내 핵연료 생산을 한 선행연구로서 TRISO 제조기술과 황산-요드 

열화학법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여 체 수소생산 랜트의 기본 디자인데이터

를 생산하고 있다. 각종 설계코드의 개발  검증, 설계데이터베이스의 확보를 해

서는 실험이 불가피하며 고온가스로에 련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

에는 거의 무하므로 제4세 원자력 VHTR 참여국을 비롯하여 고온가스실험로인 

HTR-10을 운 하고 발 로 HTR-PM을 개발 인 국과도 력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할 정이다. 

 

   2.2 해 외  고온가스로 개 발  황

   재 해외에서 운  이거나 설계 인 고온가스로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고

온가스로는 경수로와 운 온도에서 완 히 다르다. 경수로는 노심 출구온도가 

325
o

C, 압력이 약 15 MPa 이나, 고온가스로의 경우는 노심 출구온도가 약 850～

950
o

C 이며, 압력은 4～7 MPa이다. 효율도 약 45% 정도로 고온가스로가 훨씬 높

다. 국은 페블형 고온가스로를 도입하기로 하고 1995년 착공하여 2000년 임계

를 달성한 실험로 HTR-10을 운  이며 가스터빈을 장착한 기출력 80 MW

의 상용발 로 HTR-PM 건설계획을 추진 이다. 남아 리카공화국은 헬륨가스터

빈 직 발 방식의 상용발 소로 PBMR (pebble bed modular reactor)의 건설계획

을 추진 이다.

  일본은 리즘 노형을 개량한 고온실험로 HTTR (high temperature engineering 

test reactor)을 1991년부터 건설하여 1998년말 임계를 달성하고 운  이다. 미국

은 블록형 노형으로 General Atomics 사의 헬륨가스터빈 직 발 방식의 GT-MHR 

(gas turbine-modular helium reactor) 개념을 개발하고, 구소련의 핵무기 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 소 건설을 추진하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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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HTR system for hydrogen production

Table 1 Characteristic comparison between PWR and operating and planning HTGR

원자로 종류 HTR-10( 국) HTTR(일본) PBMR(남아공)
GT-MHR(미국

)
경수로

출력 10 MWth 30 MWth 265 MWth 600 MWth 3980 MWth

기출력 - 연구로 - - 연구로 - 116.3 MWe 278 MWe 1425 MWe

효율 - - 42.7 % 47 % 35.8 %

노심온도(입구/출구) 300/900 395/950 ℃ 536/900 ℃ 490/850 ℃ 291/325 ℃

압력 (He) 3 MPa 4 MPa 7 MPa 7.2 MPa 15.3 MPa

유효 노심 높이 1.97 m 2.9 m 8.5 m 7.9 m 3.8 m

유효 노심 직경 1.8 m 2.3 m 3.4 m 4.8 m 3.6 m

연료농축도 17 % 6 % 7.8-8.3 % 15.5 %  4 %

연료형태 6 cm Pebble 육각 블럭 6 cm Pebble 육각 블럭 사각 FA

출력 도 2 W/cc 2.5 W/cc 4.3 W/cc 6.6 W/cc 100.5 W/cc

평균방출연소도
80 

GWD/MTU
재장  

없음.
80 

GWD/MTU
120 

GWD/MTU
42 

GWD/MTU

RPV 재료
2¼Cr-1Mo 

steel
SA 508

10Cr9MoVNb 
steel

Austenitic 
steel

RPV 내벽온도 300 ℃ 300 ℃ 440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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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고온가스로의 부 품 별  재 료   

   2.3.1 압 력용기

원자로 압력용기는 재 경수로에서는 Mn-Mo-Ni강계의 재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고온가스로에서와 같이 고속로에서는 보다 고온강도 성질이 우수한 Cr-Mo

강계의 합 강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력용기 재료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에서 2¼ Cr-Mo (A387 Gr. 22 Cl. 2)강은 석유화학 

랜트 등의 화공기기용 구조재료와 발 용 보일러로서 장시간 사용실 이 많다. 

HTTR의 가동조건을 고려하면 압력용기가 받는 온도는 약 400 
o

C인데 이온도 역

에서는 페라이트계 재료는 자기확산, 고용원자  불순물 원자의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의 열 안정성에 기인하는 재료의 변화가 발생된다. 즉 강도 하와 인

성 하가 발생될 수 있다. 페라이트 강의 크리 를 고려해야 하는 온도가 371 
o

C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고온가스로용 구조재료로 2¼ Cr-Mo강을 사용하기 해서

는 크리 , 크리 -피로, 고온 피로성질에 한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2.3.2 제어  피 복  

   제어  피복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은 내열성, 내고온 조사손상, 고온내식성 등

이 있다. 후보재료로는 Hastelloy-X, Alloy-800H 등이 있지만 재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부식침투 깊이가 Hastelloy-X보다 우수한 Alloy-800H가 HTTR에 사용되고 

있다. Hastelloy-X는 높은 조사조건 (10
25

 n/m
2

)하에서 
58

Ni(n, γ) 
59

Ni(n, α) 
56

Fe 반

응에 의해서 헬륨이 생성되고 시험온도가 높은 조사에 의해서 연성 하가 히 

발생한다. 반면 Fe기 Alloy-800은 내 성자 조사취화 성질이 Hastelloy-X 보다는 

우수하다. 제어 피복 은 성자흡수체인 B4C와 직  하므로 양립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향후 
10

B(n, α) 
7

Li가 B4C/C와 피복 과의 양립성에 미치는 향이 아

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3.3 열교환 기  고온배   

   열교환기, 고온배  등에 요구되는 성질은 헬륨 분 기에서 고온 크리  성질 

 고온내식성 등이다. 다른 고온가스로에서는 Alloy-800H가 사용되고 있지만 

HTTR에서는 Hastelloy-XR을 사용하고 있다. Hastelloy-XR은 Hastelloy-X를 기본

으로 Si를 최 화, Al, Ti을 감화하여 내식성을 개선하 고, Co를 감소시켜 방사

화를 감시키고, B를 40～70 ppm 첨가하여 크리  단강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강이다. HTTR은 950 
o

C가 최고사용온도이지만 더욱 고온에서의 

사용을 목 을 해서는 Ni-Cr-W계의 합 인 SSS113MA (23Cr-18W-0.45Ti-0.035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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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N (15Cr-25W-0.26Ti-0.029Zr-0.72Fe)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합 은 

Hastelloy-XR의 크리  강도가 950 
o

C, 5×10
4

시간에서 9 MPa인 반면 Ni-Cr-W계 

합 은 1000 
o

C, 5×10
4

에서 9.8 MPa을 목표로 하고 있다. 

   Table 3은 고온가스로에 사용되는 재료의 화학  특성과 각 부품에 응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나타내었으며, 고온가스로의 주요 구성품의 사용조건, 구성재료, 요

구되는 성질들은 Table 4  5에 정리하 다.[3] 고온가스로용으로 가능한 후보재료

들을 요약하면 Table 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향후 고온가스로가 10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가동될 때는 상기의 속재료는 사용이 제한되고 탄화규소, 질화규소 등

의 세라믹재료가 벌크나 표면 코 된 형태로 사용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압력

용기강 재료를 제외한, 제어 , 열교환기, 고온배 , 노내 부품의 후보재료로 단하

고 있는 Haynes 230, Hastelloy-X, IN617, Alloy 800H 내열 합 에 하여 고온

물성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하 다.  

           Table 2 Proposed materials for HTGR pressure vessel 

Proposed materials for existing HTR reactor pressure vessel projects

HTR project Country Power RPV material Temperature

HTTR Japan 30MWt Block 2.25 Cr-1Mo 400 oC

MSF-HTR Japan 450-600 MWt Block mod 9Cr-1Mo -

MSF-HTR Japan 50MWt Block mod 9Cr-1Mo 490 oC

HTR-GT 300 Japan 300MWt Pebble bed SA 508 <350 oC

HTR-GT 600 Japan 300MWt Block mod 9Cr-1Mo 460 
o

C

PBMR South Africa 265MWt Pebble bed SA 508.Gr3, C2 300 
o

C

GT-MHR Russia 600MWt Block mod 9Cr-1Mo 440 oC

MHGTR-IGT China 200MWt Pebble bed SA 516-Gr 70 350 oC

HTR 10 China 10MWt Pebble bed SA 516-Gr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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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HTGR materials (wt.%) and their applications

Table 4 Structural material and required properties for HTTR 

구조물 구성 재료

사용 조건

요구 성질

온도 (℃)
조사량

(1025n/㎡)

열교환기/

고온배

Hastelloy-XR

Ni-Cr-W계 합
750～950 -

 크리 , 피로, 크리 -피로, 괴인성, 

 용 성, 용 부 성질
증기발생기

Alloy-800H

A387Gr. 22. Cl.2

～700

～600
-

압력용기
A533B

A387Gr. 22. Cl.2

～300

～400

～10-3

～10
-3

열시효, 응력시효에 의한 취화, 성자조사

에 의한 취화, 피로, 크리 -피로

제어
Alloy-800H, stainless 

B4C/흑연
～850 ～10-1 크리 , 고온조사에 의한 연성 하

피복연로입자 BISO, TRISO 1100～1300 FP유지기능, 아메바효과, 고온안정성

연료 (구)
IG-110, H-451

ATR-2E
300～1250 1～10

조사크리 , 치수변화, 열 도율, 열팽창계

수, 율, 아송비, 강도, 괴인성, 균열

특성, 조사효과, 다축응력 괴, 불순물, 산

화속도, 산화에 의한 강도와 괴인성 하

감속, 반사체
IG-110, H-451

ASR-1RS
300～1100 10-1～10

지지블록/

구반사체
PGX, 2020, ASR-1RS ～1100 ～10

-1

단열구조물
ASR-ORB, Al2O3, 

SiO2
～950 -

열 달계수  치수변화, 장시간 사용에 산

화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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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available thermomechanical data for various alloys for piping 

         and internals of HTGR

      Alloy name

 Property
800H Hastelloy-X Inconely 617

Hastelloy-X
R

Nimonic-86 Manaurite Inconel 519

 Tensile strength ASME code      
 approved for      
 T≤760

o
C. Tensile  

 data available     
 T<900o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Creep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Fatigue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100
o

C

 Creep fatigue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o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o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o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o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o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o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760oC

 Aging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Limited data 
available for

T≤1200
o

C

 Environmental     
 effect, especially   
 in He with
 controlled impurity

Susceptible to    
 metal during at   
 400

o
C≤T≤800

o
C

 Need to     
generate     
data for     
creep,       
fatigue and   
creep-fatigue

 Need to    
 generate    
 data 

 Need to    
 generate    
 data 

 Need to    
 generate    
 data 

 Need to    
 generate    
 data 

 Need to    
 generate    
 data 

 Code case status Approved N-201-4  
 T≤760

o
C

Not approved Draft ASME 
code case at 
T≤982oC

Not approved Not approved Not approved Not approved

Table 6 Summary for candidate materials of VHTR

Component  Standard Material Type Temp.(
o

C) Code Status

 Reactor Vessel
 SA 533 Low alloy steel 380 ASME

 Mod. 9Cr.-1Mo Ferr-Mart. steel 593 Non available

Steam Generator

 2.25Cr-Mo Ferritic steel 593 ASME code case

 12Cr-1Mo-V (HT-9) Martensitic steel 593 Non available

 Alloy 800H Austenitic steel 760 ASME code case

 He/He Heat       

Exchanger (IHX), 

 Hot Duct

 Hastelloy X Ni-base alloy 900 Non Available

 IN617 Ni-base alloy 982 ASME draft code    
case

 Haynes 230 Ni-base alloy 982 Non available

 Control Rod 
 X8CrNiMoNb 1616
 Alloy 800H

Austenitic steel 650 Irradiation service

 * Temp.>1000oC : MA alloys, Refractory metals, Ceram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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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고온설 계 기   

  ASME B&PV Subsection NH, Section III는 Section II (Part D, Subpart 1)의 

표 2A, 2B, 4와 Subsection NB의 응력한계  설계기  온도를 과하는 속온도

에 한 Class 1 부품의 고온 설계기 을 제공한다. Table 7에 Subsection NH에 

포함된 재료들에 한 최 허용온도를 나타낸다.[4] 

            Table 7 Maximum allowable temperature for the materials 

                    included in Subsection NH

Material
Maximum Allowable Metal 

Temperature (oC)1

304SS 816

316SS 816

Alloy 800H 760

2.25Cr-1Mo 593
2

Alloy 718 566
 1Maximum allowable time at this temperature is 300,000 hours.
 2Higher temperature(649oC) is allowed for the maximum allowable time of 1,000 hours  
  at this temperature.  

  고온설계을 한 첫째 단계는 우선 온부품의 설계와 같이 한다. 설계과정에서

의 첫 번째 몇 단계는 온의 용에 사용되는 것들과 같이한다. 고온운 은 시간-

의존 괴모드를 나타내므로, 시간-무의존 괴모드에 추가하여 시간-의존 괴모

드가 고온설계에서는 고려되어야만 한다. 

  ASME B&PV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B에 기술된 크리  역이하의 부

품의 구조건 성은 다음의 6개 괴모드에 하여 설계 여유를 주어서 보장한다.

1) 소성불균일성이나 네킹에 의한 괴

2) 한계하 의 단순 용하의 일반 인 구조  괴

3) 시간-무의존 좌굴 (buckling)

4) 증가하는 붕괴나 사이클릭 하 하의 라쳇  (ratcheting) 

5) 사이클 하 하의 피로 

6) 빠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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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기술된 1)  2)항의 괴모드는 기 하는 최 하 의 단순 용 하에서의 

구 인 뒤틀림 변형 (distortion)이나 소성불안정성에 항하는 부품의 능력을 확

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3)번 항의 괴모드는 압축하 에 기인하는 얇고 긴 부품의 

좌굴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4)  5)번 항은 동일한 하 이나 다른 하  연속

인 용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6)번 항은 

부품의 결함에 의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규정들은 탄성이나 소성해석 기술

을 사용하여 이들 괴모드에 보호하기 하여 코드에 주어진다. 

  고온설계에서는 에 기술된 6가지 온 괴모드와 더불어 다음의 시간-의존 

괴모드가 추가된다.

1) 유지된 1차 하  하에서의 크리  단

2) 유지된 1차 하  하에서의 과도한 크리  변형

3) 정상 인 1차 하   사이클 2차 하 에 기인하는 사이클 라쳇

4) 사이클 1차 응력, 2차 응력, 피크 응력에 기인하는 크리 -피로 

5) 크리  균열성장  비연성 괴

6) 크리  좌굴 변형

  

  규정들은 탄성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탄성이나 탄-소성 해석 기술을 사용하며, 

이들 괴모드를 방지하도록 Subsection NH에 기 이 주어져 있다. [5]

  2.5 고온설 계에  필 요한 재 료 물 성 자료    

  고온 설계를 수행하기 해서는 시간에 따른 아래와 같은 재료의 기계  특성이 

필요하며, 설계는 이들 물성으로부터 한 안 계수를 용한 후에 유도되며 허

용이 된다.   

1) 탄성계수  포아송 비 (평균)

2) 항복강도 (평균  최소)

3) 최 인장강도 (평균  최소)

4) 응력-변형률 곡선 (평균  최소)

5) 원 재료  용 재에 한  응력  크리  단 시간 (평균  최소)

6) 응력  1% 변형률에 도달되는 시간 (평균)

7) 응력  3차 크리  시작 시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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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간  온도 의존 응력-변형률 해석을 한 구성 방정식 (평균)

9) 등시 응력-변형률 곡선 (평균)

10) 빠른 변형속도에서 변형률 범 에 따른 연속 인 사이클 피로 수명 (평균)

11) 여러 변형률 범   유지시간에 따른 사이클과 크리 -피로 사이클 수명  

    (평균)  

  의 항목 에서 1)번 항목은 물리  성질, 2～4)번 항목은 인장성질, 5)～9)번 

항목은  크리  성질, 9)～10) 항목은 피로 특성과 련된다. 그리고 5)번은 용 재

의 재료 설계를 한 크리  성질도 필요하다. 의 항목에서 보는 것처럼 고온가

스로의 설계를 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의존 크리  성질이 부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 설계를 해서는 환경 분 기에서 장시간 고온 노출에 따른 

thermal aging, decarburization 등에 의해 야기된 기계  특성의 손실이나 변화에 

한 물성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의 11개 항 에서 4)  8) 

번 항은 비탄성 응력-변형률 해석유도를 해 필요하며, 나머지 항들은 탄성  비

탄성한계를 만족시키기 해 요구된다.  

  고온가스로의 재료 설계를 해서는 에 열거된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크게 

800 
o

C 이상에서의 재료의 물리  성질, 기계  성질 (크리 , 크리 단 성질, 피

로 성질) 자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크리  데이터는 10
5

 시간에서 1%의 변형률

을 일으키는 응력 값을 얻기 해서는 어도 30,000 시간 이상까지의 실험 데이터

가 요구된다. 그러나 장시간 크리  데이터를 실험 으로 얻기 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장시간 수명 측 평가 기법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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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열합 의 고온물 성 자료  

   앞에서 기술한 2장에서는 고온가스로용 재료, 고온설계기 , 고온설계에 필요한 

재료물성들을 악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고온가스로의 요 부품인 압력용기

를 제외한, 증기발생기, 간 열교환기 (IHX), 고온배   노내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lloy 800H의 내열합 에 하여 물리  

성질, 인장강도, 크리 , 피로, 성자 조사, 헬륨부식 향 등의 각 재료별 고온물

성 자료를 기술한다.  

  3.1 Hastelloy X  

  고온가스로에서는 원자로 출구 냉각재온도는 최고 950 
o

C로서 간열교환기의 

열  등의 고온용 구조용재료는 900 
o

C를 넘는다. 이러한 고온과 헬륨에 포함된 불

순물 (CH4, H2, CO, H2O)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온 산화에 한 항성과 고온 기계

 성질이 우수하여야 한다. Hastelloy-X는 Ni기 합 으로 Cr-Fe-Mo로 고용강화 

시킨 합 으로 고온에서 고강도가 요구되는 곳에서 사용경험이 많은 재료이다. 

속간화합물을 형성하므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충격성질이 하된다. 일본은 

HTTR의 IHX 재료로 고온 산화조건에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기존의 

Hastelloy-X를 개량한 Hastelloy-XR를 개발하 다. 화학조성은 Table 8과 같다. 

Hastelloy-XR의 개량된 은 다음과 같다.[6]

1) 냉각재 He 분 기에서의 내식성의 개량

- Mn 함유량의 최 화를 통해 MnCr2O3 스피넬 산화막의 방호성을 응용한 

면부식의 억제

- Si 함유량의 최 화를 통해 산화막과 속계면에서 SiO2를 형성을 응용한 

산화피막의 착성 향상

- Al  Ti 함유량을 감시켜 내부산화와 입계침식의 억제

2) 고온강도의 개량

 - B함유량의 최 화를 통해 탄화물의 형태제어 등의 조직개선을 응용한 크리

 성질의 향상

 - 이음  제조공정의 최 화를 통해 선모양의 탄화물 석출억제와 결정입 크

기   의 균일화를 응용한 크리  성질 향상

3) 핵  합성 개량

- Co 함유량의 감화에 의한 부식생성물의 방사활성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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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재료들에 한 물리 , 기계  성질을 Table 9～13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Hastelloy-X의 포아송비는 72 
o

C에서 0.320이며, -78 
o

C에서 0.328로 큰 차이가 없

다. Hastelloy-X  Hastelloy-XR 상에 한 인장, 크리 , 피로, 헬륨의 향  

성자조사의 향을 Fig. 2～20에 나타내었다.[7～9]

Table 8 Chemical composition of Hastelloy X and XR

Elements Hastelloy-X Hastelloy-XR

Ni Balance Balance

C 0.05-0.09 0.05-0.15

Mg 0.6-1.1 1.00 max.

Si 0.20-0.50 1.00max

Cr 20.50-23.00 20.50-23.00

Co 0.10 max. 0.50-2.50

Mo 8.00-10.00 8.00-10.00

W 0.20-1.00 0.20-1.00

Fe 17.00-20.00 17.00-20.00

B 0.01 max. 0.01 max.

Al 0.05 max. -

Ti 0.05 max. -

P 0.04 max. 0.04 max.

S 0.03 max. 0.03 max.

Table  9  Elasticity modulus of Hastelloy X

Form Condition
Test Temp.,

oF (oC)

Averag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106 psi (MPa)

Sheet

Heat-treated 

at 

2150oF(1177oC)

, Rapid cooled 

76 (25) 28.5 (196,000)

212 (100) 28.0 (193,000)

239 (200) 26.9 (185,000)

572 (300) 26.0 (179,000)

752 (400) 25.0 (172,000)

932 (500) 23.8 (164000)

1112 (600) 22.9 (158,000)

1292 (700) 21.8 (150,000)

1472 (800) 20.7 (143,000)

1652 (900) 19.5 (134,000)

1832 (1000) 18.3 (1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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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ensile properties of Hastelloy X

Form Condition
Test 

Temp.
(oC)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at 
0.2% offset

(MPa)

Proportion
al limit 

(MPa)

Elongayon 
in 

2"(50.8mm) 
(%)

Sheet,

2.8mm 

thick.

Heat-treat

ed at 1177 
o

C, Rapid 

cooled

Room 785 360 156 43

204 713 336 177 41

427 687 301 193 44

538 648 286 190 45

649 572 272 181 37

760 435 261 170 37

871 251 177 101 51

982 155 110 - 45

1093 90 55 - 40

1149 53 34 - 31

1204 37 26 - 31

Fig. 2 Tensile stress-strain curves for sheet with temperatures 

                of Hastello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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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rpy impact properties of Hastelloy X plate

Form Condition
Test Temp.

(oC)

Average Charpy V-notch Impact 

Strength

ft-lb Joule

Plate

Heat-treated 

at 1177 oC, 

Rapid cooled

-196 37 50

-157 44 60

-78 51 69

-29 56 76

Room 54 73

815 58 79

Table 12  Creep properties of Hastelloy X plate and bar

Test 

Temp.

(oC)

Average rupture life strength (MPa) for time indicated in :

10 hrs 100 hrs 1,000 hrs 10,000 hrs

649 496 330 234 165

732 248 172 124 86

816 145 96 69 47

899 83 52 32 21

982 48 29 17 10

1066 26 13 7** -

1149 12 5 2** -

   ** Extrapo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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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ontinued

Test 

Temp.

(oC)

Creep 

Percent

Average initial stress (MPa) to produce specified creep in :

10 hrs 100 hrs 1,000 hrs 10,000 hrs

649
1.0

5.0

331

441

220

296

151

200

103

123**

732
1.0

5.0

186

234

131

165

89

113

62

79**

816
1.0

5.0

103

124

71

89

50

62

35

43**

899
1.0

5.0

55

72

37

46

25

28

17

19**

982
1.0

5.0

28

37

17

22

11

14

7

-

   ** Extrapolated 

Fig. 3 Creep deformation curves for plate and bar at 

         temperatures from 1200 to 1800
o

F of Hastello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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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Creep rupture strength for sheet, plate, and bar for 

                 various temperatures and rupture times

 

Fig. 5 Minimum creep rate of sheet at various stresses and 

                  at temperatures from 1200 to 1800
o

F of Hastello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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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tigue properties of Hastelloy X

Fig. 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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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inued

Fig. 9 Effect of He on tensile properties of Hastello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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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inued

  Fig. 11 Microstructure in longitudinal section of tensile specimen for Hastelloy-X:   

      (a) solution treated, (b) and (c) exposed to He for (b) 3000 h and (c)          

      5000 h, and (d) exposed to air for 3000 h at 10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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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He on fatigue properties of Hastelloy X 

 Fig. 13 Fatigue life of plate at various temperatures in air 

      and impure helium at atmospheric pressure of 

                    Hastello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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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He on creep properties of Hastelloy X

Fig. 1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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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ect of irradiation on creep properties of Hastelloy X

  
Fig. 17 Tensile properties of Hastelloy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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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reep properties for Hastelloy XR

Fig. 19 Fatigue properties of Hastelloy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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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Effect of He on creep properties of Hastelloy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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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Haynes 230

  Haynes 230은 Ni-Cr-W-Mo계 합 으로 1149 
o

C까지 사용가능하며, 장시간에서

의 우수한 고온강도와 산화 항성을 갖도록 조합한 재료이다. 낮은 열팽창계수, 높

은 열 안정성, 높은 결정립 성장 항성 등의 장 이 있다. Haynes 230 합 은 

899 
o

C까지 응용을 하여 ASME Section I, Vessel Code Case No. 20263에 허용

응력이 인증되어있다. 화학조성은 Table 14에 나타내었다. 물리  성질  기계  

특성 고온물성 자료를 Table 15～18  Fig. 21～26에 각각 나타내었다. [7]

Table 14 Chemical composition of Haynes 230 (wt.%)

Ni Cr W Mo Fe Co Mn Si Al C La B

57 22 14 2 <3 <5 0.5 0.4 0.3 0.10 0.02 <0.015

Table 15 Physical properties of Hayne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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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ontinued



- 28 -

Table 17  Tensile properties of Haynes 230

Fig. 21 Tensile properties of Hayne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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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8 Creep properties of Haynes 230 plate and bar: solution        

                  annealed at 1232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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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omparison of stress to produce 1% creep in 1000 h 

               for Haynes 230 sheet

Fig. 23 Comparative design strength values of Hayne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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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Fatigue properties of Haynes 230

  

   

  

Fig. 25 LCF life at 427
o

C for various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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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omparition of therm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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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IN  6 17 ( Alloy 6 17)  

IN 617은 Ni-Cr-Co-Mo의 고용강화 합 으로 980 oC이상에서도 고온강도, 산화, 

부식에 우수한 성질을 나타낸다. 미세구조와 석출은 열 -기계  이력과 미량원소

인 Si, Mn, Ti, Al, B, Zr, N, C 등에 향을 받게 된다. 고온 기계  물성 자료는 

다른 슈퍼알로이에 비하여 많이 보고되고 있다. 화학조성은 Table 19와 같으며, 물

리  성질은 Table 20과 같다. 인장, 크리 , 피로  헬륨과 조사의 향에 한 

기계  특성의 변화 결과를 Fig. 27～38에 나타내었다.[10～15]

Table 19  Chemical composition of IN 617 (wt.%)

C Ni Fe Si Mn Co Cr Ti P S Mo Al B Cu

Min 0.05
Bal.

- - - 10.0 20.0 - - - 8.00 0.80 - -

Max 0.15 3.00 0.50 0.50 15.0 24.0 0.60 0.015 0.015 10.0 1.50 0.006 0.50

Table 20  Physical properties of IN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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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t-rolled rod                   (b) cold-rolled sheet
Fig. 27 High-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of solution annealed IN 617

      Fig. 28 Applied stress vs. time-to-1% strain from creep of IN 617 alloy 
at                elevated temperatures of  800 -1000

o
C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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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9 Applied stress vs. time-to- rupture from creep of IN 617 alloy at    

               elevated temperatures of  800 -1000oC ranges 

10-7 10-6 1x10-5 1x10-4 10-3 10-2 10-1 1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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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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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creep rate( 1/h)

 800oC
 850oC
 900oC
 950oC
 1000oC

                        Fig. 30  Applied stress vs. secondary creep rate for IN 617  alloy

                       at  elevated  temperatures of  800 -1000 oC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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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ime to 1% creep strain                               (b) Rupture life 

        Fig. 31  Creep properties  at 1472 to 1832 
o

F (800-1000 
o

C) ranges  of IN 617 

             Fig. 32  Creep life of annealed alloy of various production forms for times 

               up to 42,000 hours at 1100 to 2000
o

F (593-1093 
o

C) of  IN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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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ffect of He on creep rupture elongation of IN 617

Fig. 34 Effect of He on creep properties of IN 617. Open symbol indicates in  

          air and close symbol indicates in HTGR-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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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ontinued 

   Fig. 36 Effect of welding and test environment on rupture life 

        compared with scatterbands for parent metal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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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Fatigue properties of IN 617

Fig. 38 Effect of He on fatigue properties of IN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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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Alloy 8 00H

Alloy 800H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해 크리  강도 향상을 목 으로 Alloy 

800에다 탄소의 함량을 약간 높인 것이다. 즉 Alloy 800은 상온에서나 고온에서 단

시간 사용 동안에서 높은 기계  강도를 가지는 반면에 Alloy 800H  800HT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우수한 크리 나 크리  강도를 갖는다. Alloy 800은 

30-35%Ni, 19-23Cr을 함유한 오스테나이트계 철 합 으로 고온강도와 산화, 탄화, 

고온부식 등에 우수한 고온재료로서 화학조성을 Table 21에 나타내었다. C, Ti, Al 

등은 시효동안에 석출반응을 하여 기계  성질에 요한 향을 미치는데 석출물의 

종류와 시효온도와의 계를 Fig. 39에 나타내었다. 900 
o

C 이상의 고온에서는 TiC 

가 가장 안정한 탄화물이고, 600 oC 근방에서는 M23C6 탄화물이 주를 이루며, γ′상

은 Ti과 Al의 량이 0.6% 이상 함유한 합 에서 석출한다. 이들 외에 σ상 (FeCr)과 

G 상 (Ni16Ti6Si7)이 찰되지만 이들이 기계  성질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아

직 명확하지 않다. 

Alloy 800H는 ASME B&PV 코드에 등록이 되어 있다. 화력 보일러 구조에 

한 규정은 Section 1에 정의되며, 압력용기의 구조에 한 규정은 Section VIII, 

Division 1  2에 있다. Alloy 800H의 Section I  Section VIII, Division 1 구조

에 한 설계응력 값은 Section II (재료), Part D (성질)의 Table 1B에 잘 나타내

어져있다. Section I 구조는 Code Case 1325에 기술되며, 816 
o

C까지 사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Section VIII, Division 구조는 Code Case 1983에 기술되며 

982 
o

C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2] 

 한편, Alloy 800H의 원자력 구조재료로의 사용은 ASME Code Section III, 

Division 1 Subsection NH에 기술된다. Class I 구조에 한 사용온도는 760 oC 까

지 이며, Table I-14.3C에 427-760 
o

C 사이의 온도에 한 허용응력강도(allowable 

stress intensity)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Alloy 800H는 760 
o

C에서 300,000시간에 

하여 허용응력강도는 15 MPa 이다. [8]

Alloy 800  800H에 한 물리  성질을 Table 22, 기계  성질을 Fig. 40～46

에 나타내었다. 헬륨 분 기에서의 조직의 변화와 기계  성질의 변화를 Fig. 47～

52에 성자조사의 향을 Fig. 53  54에 나타내었다.[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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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800 and 800H (wt.%)

UNS designation N08800 N08810 N08811
INCOLOY alloys 800 800H 800HT

Ni 30.0-35.0 30.0-35.0 30.0-35.0
Cr 19.0-23.0 19.0-23.0 19.0-23.0
Fe 39.5 min. 39.5 min. 39.5 min.
C 0.10 max. 0.05-0.10 0.06-0.10
Al 0.15-0.60 0.15-0.60 0.25-0.60
Ti 0.15-0.60 0.15-0.60 0.25-0.60

Al+Ti 0.30-1.20 0.30-1.20 0.85-1.20
ASTM grain size Not specified 5 or coarser 5 or coarser

Fig. 39  Tim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iagram for Alloy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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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Physical properties of Alloy 800 and 800H

Fig.  40  Tensile properties of Alloy 800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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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Tensile properties of Alloy 800 and 800H with solution temperature

  

Fig. 42  Creep properties of Alloy 800 and 800H



- 44 -

Fig. 43  Creep rate of Alloy 800 and 800H

Fig. 44  Fatigue properties of Alloy 800 and Alloy 800H :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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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ntinued : 540 oC

Fig. 46  Continued : 6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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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Effect of He on tensile properties of Alloy 800

Fig. 4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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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9 Microstructures in a longitudinal section of tensile specimen 

             for Alloy 800 : (a) solution treated, (b) and (c) exposed to He 

             for (b) 3000 h and (c) 5000 h, and (d) exposed to air for       

             3000 h at 1000 oC

 Fig. 50 Effect of He on creep properties of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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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1 Continued

            Fig. 52 Effect of thermal aging in helium on the high cycle fatigue 

                    strength of Alloy 800 at 76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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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Effect of irradiation on tensile properties for Alloy 800

Fig. 5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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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N i-Cr-W  강  

   일본은 고온가스로의 연구/개발 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20년 부터 연구가 시

작되었으며, 30 MWt 의 시험로인 HTTR에 용하기 한 설계코드와 구조재료 

개발에 꾸 히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Ni-Cr-W 강은 JAERI가 추진하여 개발한 것

으로 1000 
o

C에서 사용하기 한 내열합 이다. 그들의 개발 목표는 다음의 4가

지를 갖고 있다.[17,18] 

 

    1) 1000 
o

C에서 1×10
5

 시간에서의 크리  강도가 7.8 MPa 이상일 것

    2) 1000 
o

C의 헬륨 분 기에서 1×10
5

 시간 가열노출 후 입계침식과 내부산화가  

       작을 것 (Hastelloy-XR 이상의 결과를 가질 것)

    3) 원자로의 열교환기용 열 인 외경 32 mm, 두께 4～5 mm, 길이 7 m 

       이상의 가공성 (formability)이 가능할 것   

    4) 열교환기의 제작에 필요한 이차 냉간가공  용 가공 능력이 충분할 것

   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Cr과 W의 함량을 최 화한 후 Table 23과 같

은 산업용 규모의 Cr과 W함량을 결정하 다. Ni-Cr-W 내열합 은 Haynes 230

과 달리 Cr의 함량을 이고 W의 함량을 증가시킨 합 이다.[19] Ni-Cr-W 강을 

산업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무계목  (seamless tube)으로의 가공성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잘 가공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1000 
o

C에서 10
5

 시간까지의 

크리  강도 데이터를 공기  헬륨 분 기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튜 와 재에 

하여 크리  수명을 비교 평가하고 있다. 

  Fig. 55  56은 Ni-Cr-W 강의 열처리조건 즉 입자크기에 따른 크리  성질을 

비교한 것이며, 열처리조건은 Table 24와 같다. Fig. 57  58은 튜 와 이트 

시편에 한 크리  특성을 공기 에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며, Fig. 59는 1000 

o
C에서 19.6 MPa의 응력조건에서 크리  단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거칠어진 석출물과 고온에서 산화된 조직들을 볼 수 있다. Fig. 60은 

Ni-Cr-W 강의 Cr  W함량을 최 화한 것 에서 미량원소를 변화시킨 여러 시

편에 하여 인장강도를 비교한 것이다. Fig. 61은 헬륨 분 기에서의 1,000시간 노

출 후에 질량변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Ni-Cr-W (그림에서 YZ  Z-III 표기 시

편) 강은 950 
o

C  1000 
o

C에의 고온에서 질량변화가 Hastelloy-XR 보다 낮은 매

우 우수한 성질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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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hemical composition of an industrial scale Ni-Cr-W alloy (wt.%)

 

C Si Mn P S Cr W Ti Zr Y B Co Al N O Fe Nb Ni

0.029 0.06 0.02 0.003 0.001 18.76 21.43 0.06 0.02 0.008 0.006 0.02 0.04 0.0011 0.0005 0.07 0.02 Bal.

Table 24 Heat treatment condition and grain size for bars of a Ni-Cr-W alloy

Sp. ID Heat treatment condition Grain size

A

B

C

D

 1215 
o

C for 1h WQ

 1215 oC for 1h WQ and 1190 oC for 2h AC

 1250 oC for 1h WQ

 1275 
o

C for 1h WQ

ASTM No.3

ASTM No.3

ASTM No.2

ASTM No.0

        Fig. 55 Stress vs. time to rupture in air for a Ni-Cr-W alloy with 

                  heat treatment A to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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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6 Rupture elongation vs. time to rupture in air for a Ni-Cr--W     

               alloy with heat treatment A to D

         Fig. 57 Stress vs. time to rupture in air for a Ni-Cr--W alloy sampled  

                from plates and from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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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8 Rupture elongation vs. time to rupture in air for a Ni-Cr--W  

                  alloy sampled from plates and from tubes 

         Fig. 59 Microstructures of the creep-ruptured specimen from           

                 plates at 1000 oC under 19.6 MPa: (a) ruptured region 

                and (b) centr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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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Tensile properties of Ni-Cr-W alloy

     Fig. 61 Effect of He on mass gain of Ni-Cr-W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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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열합 의 기계  특성 비교

4.1 물리  성질

고온가스로의 주요 부품인 간열교환기, 증기발생기, 제어  등에 사용될 수 있

는 후보 재료인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lloy 800H 내열합 에 하

여 물리  성질, 인장강도, 크리  성질을 비교 조사한다. 비교에 사용된 자료는  

앞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 다. 

Fig. 62는 4강에 한 열 도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서 선형 으로 증가되고 있다. 온에서는 강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나 온도

가 1000 
o

C로 높아짐에 따라서 거의 같은 값으로 한 에 수렴이 되고 있다. IN 

617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Alloy 800H이며, Haynes 230  Hastelloy-X는 

낮은 값으로 큰 차이가 없다.

Fig. 63은 기 항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체로 온도가 약 800 
o

C가 

되면 큰 증가가 없다 그러나 Alloy 800H는 다른 3강과는 달리 800 
o

C이상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Haynes 230은 약 700
o

C 부근에서부터 그 값이 감소

한다. 특히 900 
o

C에서 IN 617을 제외한 3강은 거의 같은 값을 가진다. 그러나 900 

o
C 이상이 되면 기 도도는 강종별로 변화하는 경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64는 열팽창 계수 값을 4강종에 하여 온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IN 617과 Haynes 230이 가장 낮은 값으로 우수하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두 

증가하며, Alloy 800H는 IN 617이나 Haynes 230에 비해 약 2 (10
6

 in./in.-
o

F)    

로 매우 높다. 열팽창계수는 고온에서 IHX 튜 나 부품의 치수 변화를 가져오므로 

매우 요한 물성 값으로 취 된다. 이러한 에서 볼 때 IN 617 이나 Haynes 

230 재료가 용에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Fig. 65는 탄성계수 값에 하여 온도의 변화의 결과로서 Haynes 230 > IN 617 

> Hastelloy-X > Alloy 800H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선형 으로 4강 모두 감소한다. Alloy 800H는  온도구간에서 다른 3강에 비해 

략 2.5 GPa (psi x10
6

) 낮은 값을 보인다.     

4.2  인장강도 성질

Fig. 66, 67, 68은 고온 인장강도 성질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heet 재료에 

한 것이며, 최종 어닐링온도는 재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온도 범 는 

2100-2250 oF에서 수행한 시편이다. IN 617 합 은 cold-rolled sheet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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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  최 인장강도 변화 경향은 4강 모두 비슷한 변화 경향을 보인다. 

Haynes 230 이 가장 높고,  IN 617과 Hastelloy-X는 간 값을 가지며, Alloy 

800H가 가장 낮은 강도 값을 나타낸다. 연신율의 경우는 850 
o

C이상의 고온에서 

Alloy 800H가 가장 높고 Haynes 230이 가장 낮다. IN 617의 경우 1093 
o

C의 고온

이 되면 982 oC의 경우보다 반 로 낮은 연신율 값을 보인다.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lloy 800H의 내열 합 은 약 1000 
o

C 온도에서 80～100%

의 높은 연신율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Hastelloy-X는 강도  연

신율 값에서 Haynes 230과 Alloy 800H의 간 값을 가지고 있다.

4.3   크 리  성질

   Haynes 230, Hastelloy X, IN 617, Alloy 800H 내열 합 에 하여 크리  자

료를 조사한 결과, 체 으로 800～1000 
o

C 범 의 10,000 시간 이상의 장시간 크

리  데이터는 매우 제한 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보고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시편

형상, 열처리조건, 시험조건등에 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IN 617의 경우 비교  많은 크리  데이터가 보고되었으며, 1000 
o

C에서 10,000 시

간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Hastelloy-X 강은 일본에서 HTTR에 사

용하기 하여 개발한 Hastelloy-XR 강에 하여 800-1000 
o

C에 한 다수 실험 

자료들을 문헌에 보고하 으며, 이들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 Haynes 230 

이나 Alloy 800H는 500 
o

C 범 의 온 크리  자료는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이상

의 온도에 한 고온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 다. 특히 Haynes 230은 우수한 인장강

도  크리  특성을 갖는 것에 비하여 고온  장시간 크리  자료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열합 의 장시간 크리  거동을 재료별로 악하고, 

고온가스로용 재료를 선정하기 해서는 자료를 계속 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크리  거동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lloy 800H의 내열 합 의 크리  데이터를 digitizing

으로 수치화하여 그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기술한다. 

  Fig. 69, 70, 71은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lloy 800H의 고온 크리  

성질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982 
o

C 의 온도에서 1% 크리  변형을 일으키는데 

도달 되는 시간  크리  단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시간의 결과를 보면 IN 617과 

Haynes 230이 가장 우수한 재료임을 보인다. 한 1000시간에 한 크리  단 강

도의 비교결과를 보면 역시 같은 결과로서 IN 617이 가장 우수하며 Hastelloy-X는 

간 값을 가지고 Alloy 800H가 가장 낮은 단강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IN 617은 인장강도성질에서 Haynes 230보다 우수하 으나 크리  강도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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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Haynes 230이 IN 617 보다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크리 에서 재료는 열화 손상으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4.4 크 리 균열성장 속 도

  고온가스로는 4-7 MPa 압력과 1000 
o

C에 이르는 고온 크리  조건에서 작동되

기 때문에 크리 균열성장 (creep crack growth)이 재료의 괴를 주도할 수도 있

으므로 크리 균열성장속도를 재료별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문

헌 조사결과 내열합 에 한 800～1000 
o

C 범 의 고온 크리 균열성장속도 자

료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으나, IN 617에 한 고온 크리 균열성장속도를 재료별로 

비교한 일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Fig. 72는 IN 617 합 에 하여 CT 시편으로 861-1000 
o

C의 고온에서 공기 

에서 얻어진 크리  균열성장속도를 온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크리  균열성장속도

의 결과를 보면 응력강도계수(stress intensity factor)의 증가에 따라 균열속도가 증

가하고 있으며, 고온이 될수록 균열성장속도가 크게 됨을 보인다.[20]  

Fig. 73은 IN 617, Hastelloy-X, Alloy 800H, 310SS 강에 하여 크리 균열성장

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균열성장 시험은 650 
o

C (1202 
o

F), 공기 에서 한 것으로 

시편은 2.54 mm (0.1 inch)의 얇은 두께를 갖는 상시편을 사용한 것이다. 시편의 

기균열 생성 방법은 1.5인치의 게이지길이 심부에서 0.25 인치 떨어진 각 측면

에 2개씩 균열을 칭으로 총 4개를 만든 것이다. 측면 균열 홈의 각도는 60
o

로 가

공된 것이다. 크리  균열성장속도는 IN 617 < Hastelloy-X < Alloy 800H < 

310SS 의 순서로 빨라지고 있음을 보 다.[21] IN 617합 이 가장 낮은 균열성장속

도를 보 는데 이러한 결과는 크리 에서 보 던 IN 617이 가장 우수하 던 것과 

같은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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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Comparison of electrical resistivity with temperatures 

                 of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Fig. 63 Comparison of thermal conductivity with temperatures 

                 of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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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Comparison of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with temperatures 

           of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Fig. 65 Comparison of elastic modulus with temperatures 

                   of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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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Comparison of yield strength with temperatures of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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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Comparison of ultimate tensile strength with temperatures 

               of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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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Comparison of tensile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Fig. 69 Comparison of stress vs. time-to-1% strain for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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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0 Comparison of stress vs. time-to-rupture for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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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Comparison of creep rupture strength for 1000 hours

     of Haynes 230, Hastelloy-X, IN617 and Alloy 8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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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Effect of temperature on creep crack growth in air of IN 617

Fig. 73 Creep crack growth rate in air at 648 
o

C (1200 
o

F) for IN 617

             compared with Hastelloy-X, Alloy 800H and 310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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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고온가스로용 재료의 설계 시에 필요한 재료물성들을 살펴보았으며, 고온가스로

의 요 부품인 간열교환기, 고온 배 재, 노내 구조물의 후보재료인 Haynes 230, 

Hastelloy-X, IN 617, Alloy 800H의 내열합 에 하여 인장강도, 크리 , 피로, 

성자조사, 헬륨부식 향 등의 고온 물성자료를 수집하여 나타내었으며, 이들 재

료에 하여 고온 기계  특성을 비교 평가하 다. 

   열팽창 계수는 IN 617과 Haynes 230이 가장 낮았으며, 탄성계수 값은 Haynes 

230 > IN 617 > Hastelloy-X > Alloy 800H 순으로 나타났다. Alloy 800H는  온

도구간에서 다른 3강에 비해 략 2.5 GPa의 낮은 값을 보 다. 항복강도  최

인장강도는 Haynes 230 > IN 617 > Hastelloy-X > Alloy 800H 순서로 Haynes 

230이 가장 높았다. 연신율은 4강 모두 1000 oC에서 80-100%의 연신율을 보 으며, 

850 oC이상의 고온에서는 Alloy 800H가 가장 높고 Haynes 230이 가장 낮은 연신율 

보 다. 982 oC에서의 고온 크리 강도는  IN 617과 Haynes 230이 가장 높았으며, 

Alloy 800H이 가장 낮은 강도를 보 다. IN 617은 인장강도성질에서 Haynes 230보

다 우수하 으나 크리  강도에서는 Haynes 230이 IN 617 보다 좋지 않음을 보

다. 크리 균열성장속도는 IN 617 < Hastelloy-X < Alloy 800H < 310SS 순으로 

IN 617이 가장 낮은 균열성장속도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크리 에서 보 던 IN 

617이 가장 우수하 던 것과 같은 거동을 보 다.

   고온 크리  자료의 문헌조사 결과, IN 617 합 에서는 800～1000 oC에서 104 

시간 의 크리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외의 강에서는 800 oC 

이상에서 104 시간  이상의 · 장기 크리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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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These results of this report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to select superior 

materials for high temperature gas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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