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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NG강의 최적재료 규격은 탄소와 질소의 합이 0.15 % 이하로서, 탄소의 함량이 < 0.02 

%, 질소의 함량이 0.09-0.11 %가 최적의 함량이다. 인장강도는 탄소와 질소를 첨가한 강이 

증가하고, 피로수명은 질소함량이 높은 경우가 증가하 다. 25,193 시간 (2.87 year)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프 파단의 경우 파단 연신율 및 단면 감소율은 20% 이하이었고, 크리프 속도는 

8.69 x 10
-8 
/h 이었다. 

- 600
o
C, 10만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150 MPa을 보이는 FMS강의 화학 성분은 

10Cr-0.5Mo-2W-0.2V-0.08N-0.2Nb-0.15C이다. Mod. 9Cr-1Mo강은 316NG강보다 인강강도

는 높지만 연신율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효시간에 따른 피로특성의 변화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으며, 텅스텐 첨가에 의해 크리프 파단 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 316NG, 304, 316강의 온도변화, 냉간가공, 온도변화속도에 따른 열피로수명과 열적, 기계

적 특성을 평가하 고, 크리프 균열성장 자료생산, 모델식 개발 및 확률론적 평가기법을 확

립하 다. 

- SiC/SiC 복합체의 whisker 성장공정 최적화를 통해 우수한 특성을 갖는 SiC/SiC 복합체

를 개발하 으며 SiC 분말 슬러리와 SiC 테이프를 이용한 SiC/SiC 복합체의 고온가압소결 

공정을 확립하 다. 개발된 SiC/SiC 복합체는 기존공정 대비 치 화 속도는 50% 이상, 고온

(1300℃) 인장강도는 약 2배, 열확산도는 5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 지식기반 원자력재료 물성 DB 시스템 구축하 고 재료수명 예측프로그램 구현을 통한 재

료의 설계용 관계식 도출 프로그램 구축 및 신뢰도를 분석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고온강도, 신소재, 316LN, FMS강, SiC복합체, 데이터베이스

  어
 High temperature material charactrization, Advanced materials, 316LN, FMS 

steels, SiC composite, Materia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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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고온 강도 평가 및 신재료 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과제는 원자력 중장기 사업의 2 단계, 3 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실증하여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수행한 3 단계, 2 년간의 후속 과제이다. 본 과제는 원자력

재료 내환경 특성평가 및 향상기술 개발 대과제 중 원자력 환경의 주요 4대 

변수 (고압, 부식, 고온, 조사) 중에서 고온 환경하의 원자력 재료 특성을 평

가하고, 내고온․저방사화 개량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한 세부과

제이다. 아울러 대과제의 주요목표인 원자력 재료의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기 위하여 DB를 위한 데이터 입출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세부과제에 배포하고, DB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제 1 절 316NG강의 재료규격 결정, 시험자료 생산, 규격집 발간

1. 316NG강의 탄소와 질소함량에 따른 인장 및 피로특성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316NG강의 적정 탄소와 질소의 함량을 평가하

기 위하여 탄소와 질소의 함량을 낮춘 316L 스테인리스강을 기준으로 탄소

의 함량을 높이고 질소의 함량을 낮춘 316강, 탄소의 함량을 줄이고 질소의 

함량을 높인 316NG 강을 제조하여 피로수명을 측정하 다. 

2. 316NG강의 크리프 특성 

 316NG 스테인리스강의 모재에 대하여 620oC, 140 MPa 응력 조건에서 2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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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2.87 year)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프 파단 특성 데이터를 획득하 으며, 

크리프 파면 미세조직 및 석출물을 관찰하 다. 또한, GTAW(gas tungsten 

arc weld) 방법으로 용접된 용접시편에 대하여도 약 30,000 시간대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프 파단 데이터를 얻었다. 그리고 316NG 스테인리스강에 대하여 

10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프 파단 수명을 최소구속법으로 예측하 다. 

3. 316NG강의 재료규격 

 탄소와 질소가 고온 저주기 피로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고온에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재료규격을 설정하 다.

제 2 절 150 MPa급 개량 FMS강 재료규격집 발간

1. FMS강의 인장 및 피로특성 

 Mod. 9Cr-1Mo강의 고온 인장 및 피로특성을 생산하고 316NG강과 비교하

다. Mod. 9Cr-1Mo의 피로특성은 고온에서 석출하는 석출물에 의해서 

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온도, 열처리조건 및 시효에 의한 피로수명의 변화를 

관찰하 다. 

2. FMS강의 크리프 특성  

 단시간 크리프 시험에서 나타난 텅스텐 첨가의 크리프 특성 향상 효과가 

장시간 시험에서도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만 시간 이상의 장시간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150 MPa급 FMS강과 현재 상용 생산되고 

있는 FMS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T92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

와 비교하 다.

3. 150MPa급 FMS강의 재료규격

 600
oC, 10만 시간 크리프 파단강도가 150 MPa급인 고온.저팽윤 페라이트/

마르텐사이트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질소함량을 0.08wt%로 높인 FMS강에 

텅스텐을 2 wt% 및 3 wt% 첨가하 다. 이 재료의 단시간 및 장시간 크리

프 특성을 평가함으로서 150MPa급 FMS강의 화학조성과 최적 열처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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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 다.

제 3 절 316NG강 및 FMS강의 조사거동 평가

1. 316NG강의 조사거동   

 04M-17U 캡슐에 2종의 316NG 및 304UC 강을 장입하여 총 46일간 하나로

의 CT 시험공에서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시험 온도는 약 

320oC, 중성자 조사량은 4.4∼5.6 x 1020 n/cm2 (E > 1.0 MeV) 이었다. 중성

자 조사된 시편에 대하여 상온, 200oC, 300oC, 400oC, 500oC, 600oC, 700oC의 

각 온도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조사에 따른 인장성질 변화 특성과 가공

경화 거동을 비조사재와 비교 평가하 다. 

2. FMS강의 조사특성  

 04M-17U 캡슐에 4종의 FMS강을 장입하여 총 46일간 하나로의 CT 시험

공에서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중성자 조사 시험 온도는 약 320oC

으며 중성자 조사량은 약 5 x 10
20 /cm2 (E > 1.0MeV)이었다. 중성자 조사

후 인장시험을 하여 조사에 따른 경화를 평가하 다. 또한 05M-07U 캡슐에

도 동일한 시편을 장입하여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량은 약 5 x 1020 

/cm2 (E > 1.0MeV)으로 04M-17U 캡슐에서와 거의 동일하 으나, 중성자 

조사온도를 400
oC로 높여 조사온도가 조사경화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제 4 절 고온 크리프 및 열피로 균열전파 자료집 발간, 평가 모델 개발

1. 316NG강의 크리프균열전파 특성 

 316NG 스테인리스강을 고온의 실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온 크리프

에 의한 균열성장전파 속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316NG강에 대하여 크리프 

균열성장실험으로부터 실험 자료를 얻었으며, 이로부터 C* 파라미터에 의하

여 균열전파 속도식을 획득하 으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난수를 

발생시켜 크리프 균열전파 속도를 확률적인 관점으로 예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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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6NG강의 열피로균열전파 특성  

 316NG 스테인리스강은 액체금속로의 압력용기강 및 배관으로 개발된 재료

로서 액체금속로의 가동온도가 550℃정도의 고온이고 가열과 정지시에 많은 

온도차가 발생하며 스테인리스강의 열팽창계수가 크기 때문에 건전성 확보

를 위해서는 열피로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316NG 외에 경수로의 노내 구

조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316과 304 스테인리스강의 열피로 특성을 비교, 

평가하 다. 

제 5 절 저방사화 SiC/SiC 복합체 고 화 개량공정 입증

1. WA-CVI에 의한 SiC/SiC 복합체 고 화 공정 

 저방사화 SiC/SiC 복합체의 고 화 개량기술 개발을 위해 whiskering 공정

을 적용하 다. Whiskering 공정은 기지상의 증착단계 이전에 SiC whisker 

또는 nanowire 등의 1차원 형상 증착물을 SiC preform에 성장시켜 기지상의 

증착효율을 증가시키고 복합체 내의 잔류 기공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SiC preform 내에 성장되는 whisker의 길이와 균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

압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whisker를 성장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기

체비 (H2/MTS), 증착온도, 증착시간 등의 공정변수를 조절하여 최적의 

whisker 성장조건을 찾고자 하 다.

 SiC whisker의 성장기구 분석은 SiC 섬유 preform 내에 성장된 whisker를 

TEM으로 관찰하고 반응가스의 농도, 즉 반응종의 과포화도가 whisker의 성

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Whisker의 결정성장 방향, 결정성 등을 평

가하여 SiC whisker의 성장 기구를 규명하고자 하 다.

 WA-CVI에 의한 SiC/SiC 복합체의 기지상 치 화 거동분석은 앞에서 기술

된 방법에 따라 SiC 프리폼에 SiC whisker를 성장시킨 후 화학침착법에 의

해 SiC 기지상을 형성시킬 때 기지상의 치 화 거동 및 미세구조를 일반적

인 화학침착 공정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2. 소결에 의한 SiC/SiC 복합체 고 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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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상이 치 화된 SiC/SiC 복합재료를 기공율 5% 이하로 치 화 시키는 

공정을 개발하 고, 강도 500 MPa 이상의 SiC/SiC 복합재료를 개발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다음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 SiC/SiC 복합재료의 기지상을 치 화 시키기 위한 제조공정 고찰.

(2) 공정변수가 SiC/SiC 복합재료의 치 화에 미치는 향 고찰

(3) 소결첨가제의 조성이 기지상 미세조직에 미치는 향 고찰

(4) 소결첨가제 함량 및 조성이 치 화에 미치는 향 고찰

(5) SiC/SiC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 평가

(6) 섬유의 코팅이 치 화 및 강도에 미치는 향 고찰

(7) 새로운 소결첨가제 조성 고찰

제 6 절 저방사화 SiC 복합체의 고온특성 평가 및 초고온 특성 자료집 발간

1. SiC/SiC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Whiskering 공정으로 제조한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을 3점 곡강도법에 의해 

상온곡강도를 평가하 으며, 복합체의 인장강도 측정은 제조되는 시편의 최

대 크기와 제조조건에 따라 시편의 규격을 정하여, 복합체의 상온 및 고온 

인장강도 특성을 평가하 다. 또한 Nano-indentation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경도, 탄성계수 및 파괴인성으로 복합체 bundle 및 whisker가 분산된 matrix 

의 미세 역을 평가하 고, 일반적인 SiC 복합체 기지상의 기계적 강도를 

비교하여, SiC whisker의 존재가 복합체 기지상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 SiC/SiC 복합체의 열물성   

 SiCf/SiC 복합체의 도변화에 따라 그리고 복합체 제조공정에 따른 열물성 

평가를 상온에서 1100oC까지 열확산도 변화와 열전도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평가하 다. 

3. SiC/SiC 복합체 특성 자료 수집 및 자료화 

 SiC/SiC 복합체 물성자료는 문헌을 통한 자료수집을 위주로 하여 노내물성

과 노외물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고, 각각은 물리적, 기계적, 열적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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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구분하여 분리하여 acrobat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체계를 구축하 다. 

제 7 절 지식기반 원자력재료 물성 DB 구축  

 이용자 중심 DB 프로그램 및 지식기반 DB 입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DB 이

용시, data migration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실험 Data를 Excel로 출력 및 수

정하도록 하 으며, graph의 다중 표현방식 시스템 및 데이터 검색기능을 강

화하 다. 또한 사용자 편의 프로그램 구축으로 ‘재료 creep 수명예측 프로그

램’을 DB상에 구현하 다. 또한 지식기반 DB의 출력시스템을 보완하여, 지

식기반의 물성 DB 설계용 관계식 도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제 1 절 316NG강의 재료규격 결정, 시험자료 생산, 규격집 발간

1. 316NG강의 탄소와 질소함량에 따른 인장 및 피로특성

 탄소와 질소의 전체 합을 비슷하게 하여 인장과 피로시험을 수행한 결과 

고용강화 및 단범위 규칙 등에 의해 탄소와 질소를 첨가한 강이 인장강도는 

증가한다. 탄소함량이 많은 경우의 인장강도가 동적변형시효와 소성유기 마

르텐사이트 때문에 질소함량이 많은 경우보다 약간 높다. 한편, 피로시험의 

경우는 질소함량이 높은 경우 전위구조의 변화, 결정입 크기 감소, 석출물의 

감소 등에 의하여 탄소함량이 높은 경우보다 피로수명이 증가하 다. 

2. 316NG강의 크리프 특성  

 316NG 강의 25,193 시간 (2.87 year)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프 파단의 경우 파

단 연신율 및 단면 감소율은 20% 이하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7,000 시간대까지는 단면의 변화가 거의 없이 크리프가 진행되다가 이 시간 

이후부터 3차 크리프가 급격하게 시작되었으며, 크리프 수명의 대부분은 2차 

크리프 역이 차지하 고, 크리프 속도는 8.69 x 10-8 /h 로 매우 낮은 속도를 

보 다. 크리프 cavity들은 하중의 직각방향으로 성장하 고, cavity들이 합체

되어 미세균열을 만들어 최종 파단이 되는 양상을 보 으며, cavity들은 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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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boundary)를 따라서 성장하는 입계 파괴(intergranular fracture) 거동을 

보 다. 용접재에 대하여 600oC, 240 MPa 응력조건에서 파단시간이 29,421 시

간 (3.35 year)에 이르는 크리프 시험 자료를 얻었다. 용접재의 시편 내부를 길

이방향으로 관찰한 결과 용접재는 모재에서 주로 관찰되는 크리프 cavity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입계에서 석출물들이 그다지 관찰되지 않는 등 모재와 

다른 조직을 보 으며, 입내 파괴(transgranular fracture) 거동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316NG강의 재료규격

 고온 피로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탄소와 질소의 합이 0.15 % 이하로

서, 탄소의 함량이 < 0.02 %, 질소의 함량이 0.09-0.11 %가 최적의 함량이

다. 

제 2 절 150MPa급 개량 FMS강 재료규격집 발간

1. FMS강의 인장 및 피로특성

 Mod. 9Cr-1Mo강은 316NG강보다 인강강도는 높지만 연신율은 크게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Mod. 9Cr-1Mo강은 온도가 증가하면 급격히 인장강

도가 감소하 고 응력완화가 316NG강보다 많이 발생하 다. 피로수명은 

316NG강보다 감소하 고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연화가 발생하 다. Mod. 

9Cr-1Mo강은 온도가 증가하면 피로수명이 감소하 는데 2단 열처리에 의해

서 약간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00℃에서 5000시간, 10000시간 시효

에 의한 피로특성의 변화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2. FMS 강의 크리프 특성

 텅스텐을 첨가한 강에 대한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000 시간 정도가 경과한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텅스텐 첨가

에 의해 크리프 파단 강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시간 크리프

뿐 아니라 장시간 크리프 시험에서도 텅스텐 첨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150 MPa급 재료와 T92강의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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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 강도를 비교한 결과, 600oC, 10만 시간 크리프 파단 강도가 140 MPa로 

알려진 T92강의 예상 크리프 강도는 약 120 MPa 정도로 나타나, 본 연구에

서 개발한 FMS강의 크리프 강도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3. 150MPa 급 FMS 강의 재료규격  

 600oC, 10만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150 MPa을 보이는 FMS강의 

화학 성분은 10Cr-0.5Mo-2W-0.2V-0.08N-0.2Nb-0.15C이다. 미세한 Cr2X 질

화물을 통상의 열처리 조건에서도 안정하게 형성시킴으로서 크리프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소함량은 0.08 wt.%로 하 다. 또한 매우 안정한 석출물인 

VX 석출물에 의한 석출강화를 위하여 V을 0.2 wt% 첨가하 다. 노말라이징 

처리 시에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고, 크리프 강도를 향상시키

기는 Nb 석출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Nb을 0.2 wt% 첨가하 다. 그리고 고용

강화 원소로 알려진 Mo을 약 0.5 wt% 첨가하 으며, 동일한 고용강화 원소

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일부 석출물에 치환되어 석출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알려진 W을 2.0 wt% 첨가하 다. 또한 FMS강의 크리프 파단 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특허를 획득한 특수 열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미

세 석출물을 형성시켰다. 150 MPa급 FMS강에 대한 최적 열처리 조건은 

1050oC에서 1시간 노말라이징한 후에 공기 중에서 냉각하고, 이 재료를 

700oC에서 3시간 템퍼링한 후에 760oC에서 1시간 열처리하는 조건으로 선정

하 다. 즉 위에 나타나 있는 화학성분의 재료를 이와 같은 열처리 조건으로 

처리하면 600oC, 10만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150 MPa 정도일 것으

로 예상된다.

제 3 절 316NG강 및 FMS강의 조사거동 평가

1. 316NG강의 조사거동   

 조사재의 항복강도 및 최대 인장강도 값은 온도별로 비조사재 보다 높은 

값을 보 으나 연신율은 반대로 낮은 값을 보 다. 특히 항복응력 값이 조사

시편에서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인장강도 값은 온도가 500o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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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 조사재는 비조사재가 거의 같은 값으로 접근하면서 600oC가 되면 

거의 동일한 값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열 활성화에 따른 조사결함의 회복 때

문이다. 조사재의 가공경화 지수 값을 상온에서 700oC까지 조사한 결과, 전 

온도 구간에서 조사재는 비조사재에 비해 그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FMS강 조사 특성

 중성자 조사에 의해 강도가 증가하는데, 인장시험 온도가 증가하면서 중성

자 조사에 의한 강도의 증가는 점차 감소하여 600
oC에서는 조사에 의한 강

도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 으

나, 인장강도 보다는 항복강도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신율의 변화를 

보면, 중성자 조사에 의해 연신율이 크게 감소하는데, 강도와는 달리 시험 

온도가 증가하여도 연신율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 4 절 고온 크리프 및 열피로 균열전파 자료집 발간, 평가 모델 개발

1. 316NG강의 크리프균열전파 특성  

 316NG강에 대하여 600oC에서 15개의 크리프균열전파 실험 결과를 얻었으

며, 이로부터 균열전파속도식, ȧ=3.80×10 -2(C *) 0.90 을 얻었다. 몬테칼로 시

뮬레이션에 의하여 표준편차 1SD  및 2SD에서 예측된 균열성장 속도선을 결

과를 얻었으며, 크리프 균열성장속도를 확률론적인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었

다. 

2. 316NG강의 열피로균열전파 특성

 304와 316 강 모두 온도변화가 크면 냉간가공한 경우 열피로 수명이 감소

하지만 온도변화가 작으면 열피로 수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600℃에서 100시간 시효처리 한 시편이 열피로 강도는 감소하고 열피로 

수명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16NG, 316, 304의 경우 온도변화

속도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약간 피로강도가 감소하고 열피로 수명이 증가

하 다. 316과 316NG의 in-phase 수명은 out-of-phase 수명에 비하여 현저

히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내었다. 316과 316NG에서 in-phase, out-of-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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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특성은 비슷한 경향은 나타내었고 316NG강이 316보다 열/기계적 피로수

명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제 5 절 저방사화 SiC/SiC 복합체 고 화 개량공정 입증

1. WA-CVI에 의한 SiC/SiC 복합체 고 화 공정

 입력 기체비 (H2/MTS)를 변화시키며 SiC whisker의 성장 거동을 관찰한 

결과 입력기체비가 20-60인 경우에는 whisker의 직경이 크고 길이는 짧으며 

균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입력기체비가 80-120인 경우 길

이가 수백 µm 이고 직경이 50-60 nm인 whisker가 매우 균일하게 성장하

다. 또한 1200℃까지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균일한 whisker의 성장이 일어

나는 입력기체비의 범위가 넓어져 원활한 whisker의 성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SiC whisker의 성장기구는 반응가스의 농도, 즉 반응종의 과포화도가 

whisker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과포화도가 클 경우 표

면에너지가 큰 결정면의 성장과 서로 다른 결정면의 동시 핵생성이 용이하

게 된다. 이는 일차원 형상의 증착물에서 직경 방향으로의 성장을 주로 유도

하여 길이는 짧고 직경이 큰 증착물을 형성하게 한다. 반면 과포화도가 작을 

경우에는 SiC의 {111}면과 같은 저에너지 결정면의 성장이 용이하게 되어 

<111> 방향과 같은 길이 방향으로의 성장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

다. 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통해 SiC 섬유 preform 내에서 길이

가 수백 µm 이상인 whisker의 균일한 성장은 고순도 SiC/SiC 복합체의 고

화를 위한 공정의 단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A-CVI에 의한 SiC/SiC 복합체의 기지상 치 화는 화학기상침착 공정에 

의한 기지상의 치 화 과정에서 whisker를 이용한 기존의 방법에 비해 2배 

이상의 빠른 무게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성장된 whisker의 높은 비표면적

으로 인해 증착효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다 짧은 공정시간

에서 높은 도를 얻는 것이 가능하 다. 예를 들어 약 2.6 g/cm
3의 도를 

얻기 위해 기존 공정에서는 25시간 이상의 공정시간이 필요한 반면 whisker 

공정에서는 19시간 이내로 가능하여 25% 이상의 공정시간 단축이 가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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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제조된 복합체의 미세구조에서도 whisker 공정에 의해 제조된 복합

체는 일반적인 화학침착 공정과는 달리 시편 전체에서 균일하게 치 화된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2. 소결에 의한 SiC/SiC 복합체 고 화 공정

 SiC 슬러리를 함침한 SiC fiber fabric과 SiC 테이프를 번갈아 적층하여 가

압소결 하므로 기공율이 3% 이하로 치 화된 SiC fiber-SiC 복합재료를 제

조하는 공정을 개발하 다. 소결온도, 소결시간, 소결 첨가제의 함량, 혼합방

법 등의 변수가 SiC fiber-SiC 복합재료의 치 화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고, 소결온도가 높을수록 소결 도가 높아졌으나, 1800oC 이상에서는 SiC 

fiber의 손상이 일어나므로 최적 소결온도는 1750oC 이었다. 소결시간은 4시

간일 때, 도가 가장 높았고, SiC 테이프에서 소결첨가제 함량을 4%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 다. Er, Lu, Sc, Al, Y 등의 소결첨가제는 SiC 기지상을 

97% 이상으로 치 화시킬 수 있었으며, Er 또는 Lu 를 첨가한 경우에 파괴인성이 5 

MPa.m
1/2 이상으로 우수하 고, Lu 또는 Sc를 첨가한 경우에 강도가 700 MPa 이상

으로 매우 우수하 다. AYM 조성의 소결첨가제를 4% 첨가한 SiC 테이프를 사용하

여 도가 98% 이상으로 치 화된 SiC 섬유강화 SiC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

었다. AYM 조성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1750oC에서 2시간 소결함으로서 굽힘

강도 620 MPa 이상의 SiC 섬유강화 SiC 복합재료를 개발하 다.

제 6 절 저방사화 SiC 복합체의 고온특성 평가 및 초고온 특성 자료집 발간

1. SiC/SiC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Whiskering 공정을 통해 제조한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을 3점 곡강도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 최대 670 MPa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고온가압 

소결법으로 제조한 SiCf/SiC 복합체는 소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결 도가 

증가하 고, 강도도 1시간 소결한 시편의 경우 525 ± 92 MPa에서 4시간 소

결하 을 때, 753 ± 117 MPa로 크게 증가하 다. 고온 인장강도는 제조공정

에 따라 130~300 MPa 값을 나타내었고, CVI 공정에 의한 복합체는 상온 인

장강도와 고온 인장강도 특성이 유사하 다. 나노인덴테이션법을 이용한 일

반적인 SiCf/SiC 복합체와 WA-CVI SiCf/SiC 복합체 기지상의 경도와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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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경도와 탄성계수가 모두 증가하 으며, 이는 

나노 사이즈의 SiC whisker에 의한 강화 효과가 그 원인이라고 예상된다. 

각 기지상에 Micro-Vickers 압입 실험을 행하여 파괴인성을 구한 결과, 

WA-CVI 복합체의 기지상이 일반적 CVI 복합체 보다 8.8% 정도의 파괴인

성 증가를 보 다. 이 결과 SiC 기지상의 whisker는 강도와 인성 증가의 효

과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SiC/SiC 복합체의 열물성  

 시편 도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는 측정온도증가에 따라서 완만한 감소현

상을 보여주었으며, 시편의 도가 10% 증가됨에 따라 열전도도는 20%정도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A-CVI 공정으로 제조된 복합체는 복합

체의 도에 따라 열확산도의 측정치의 차이는 있으나, 상온에서 1000oC까지 

10 mm2/sec 의 열확산도를 나타내었으며, 상용공정이나 nano-wire 공정으로 

제조한 복합체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열확산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액상소

결공정으로 제조한 복합체의 경우는 높은 도를 갖고 있어 상온 및 고온에

서 높은 열확산도를 유지하 다.

3. SiC/SiC 복합체 특성 자료 수집 및 자료화 

 복합체의 노외 물성과 노내 물성에 대한 물성값을 보고된 문서로부터 수집

하여 정리하 다. SiC/SiC 복합체뿐만 아니라 monolithic SiC나 SiC 섬유에 

대한 물성자료도 포함하 다.  또한 각 자료의 물성에 대한 주석과 자료가 

담긴 문헌정보를 제시하 다. 향후 자료의 보완과 당 팀에서 생산한 자료를 

추가하여 특성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제 7 절 지식기반 원자력재료 물성 DB 구축  

 이용자 중심 DB 프로그램 및 지식기반 DB 입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의 DB 이용 시, data migration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 Data를 

Excel file 형태로 출력 및 수정하도록 하 으며, graph의 다중표현방식 시스

템 및 데이터 검색기능 강화하 다. 또한 사용자 편의 프로그램 구축으로 

‘재료 creep 수명예측 프로그램’을 DB상에 구현하 다. 또한 지식기반 D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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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시스템을 보완하여, 지식기반 물성 DB 설계용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재료물성 DB는 이용자의 이용 용이성과 정보교환의 용이성을 우선목표로 

하여 구축되었으며, GEN-IV 및 핵융합로와 같은 차세대 원자력에너지 시스

템 등의 미래 원전 시스템 설계와 성능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용 관

계식을 도출하는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기반으

로 원자력재료연구개발을 위한 종합 database는 국내외의 활용과 더불어 미

래에 수행될 원자력에너지시스템의 재료관련 data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GEN-IV 시스템 개발을 위한 GIF R&D 기술지도 중에서 시스

템별 재료 연구 항목뿐만 아니라 공통기술에도 반 되어 있어, 우리의 기술

수준과 세계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GEN-IV 시스템용 재료 연구

의 성과물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고온특성 평가 및 신

재료 기술은 향후 국내의 재료 요소기술 확보와 기술종속 탈피, 설계그룹을 

위한 기초물성 생산 등에 기여하고 기술적인 안정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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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High Temperature Materials Characterization and Advanced Materials 

Develop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for 2 years in stage III in order to 

achieve the final goals of performance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materials, after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advanced high temperature 

material technologies for 3 years in Stage II.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the advanced materials, which were developed during Stage 

II, were evaluated at high temperatures, and the modification of the 

advanced materials were performed. Moreover, a database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using user-friendly knowledge-base scheme to 

complete the integrated-information material database in KAERI material 

division. 

III.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Section 1.  Determination of specification and data production for 

           316NG stainless steel 

1.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of 316NG stainless steel with carbon and 

   nitrogen content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were tested with carbon and nitrogen 

content to evaluated the optimum content for 316NG stainless steel. When 

the sum of carbon and nitrogen content was almost same, 316 stai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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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having high carbon and low nitrogen content, and 316NG stainless 

steel having low carbon and high nitrogen content were  tested to 

determine the material specification.

2. Creep properties of 316NG stainless steel

 Long-term creep rupture data was obtained for 316NG stainless steel at 

620oC and 140MPa, and creep fracture morphology and precipitates were 

observed. Also, long-term creep rupture data for the specimen welded by 

GTAW(gas tungsten arc weld) was obtained by conducting long-term 

creep test. Creep life up to 106 hours was predicted by means of 

minimum commitment method for 316NG stainless steel. 

Section 2.  Specification of  150 MPa grade modified FMS

1.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of FMS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of Mod. 9Cr-1Mo steel were compared 

with those of 316NG stainless steel. Fatigue properties of Mod. 9Cr-1Mo 

steel were investigated with test temperature, heat treatment and aged 

condition because fatigue properties are dependent on the precipitates.

2. Creep properties of FM steel

 It was appeared that tungsten had a good effect on increase of creep 

rupture strength of FM steel in short-term test. Here, to confirm the 

effect of tungsten on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FM steel, long-term 

creep test have been carried out. And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this 

specimen was compared with that of T92 steel which showed the highest 

creep rupture strength in commercial grade. 

3. Material standard for FM steel with creep rupture strength of 150 MPa

 Chemical composition and heat treatment condition for FM stee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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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 rupture strength of 150 MPa were established by evaluation of 

short and long term creep test results of these materials.

Section 3.  Evaluation of  irradiation behavior of 316LG and FM steel

1. Neutron irradiation behavior for 316NG stainless steel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 of tensile properties with neutron 

irradiation, neutron irradiation test for 316NG and 304UC steels was 

performed in 04M-17U capsule for 46 days at the CT hole of HANARO. 

Irradiation temperature was 320oC and the fluence was 4.4∼5.6 x 1020 

n/cm2 (E > 1.0MeV). Tensile tests were performed with the temperature 

variations; room temperature, 200oC, 300oC, 400oC, 500oC, 600oC, and 700oC. 

Strain rate was 2 x 10-3/sec.

2.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 FM steel

 Neutron irradiation test for FM steels using HANARO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change of tensile properties with neutron irradiation. The 

capsule name was 04M-17U. Irradiation temperature was about 320
oC and 

the fluence was about 5 x 10
20 /cm2 (E > 1.0MeV).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 after irradiation was performed at hot cell in IMEF. Another 

irradiation test was also carried out with 05M-07U capsule. Irradiation 

fluence was similar to the 04M-17U capsule, but irradiation temperature 

was 400
oC. The change of irradiation hardening with irradiation 

temperature would be evaluated.

Section 4.  Development of database of creep and thermal crack 

           propagation and prediction model

1. Characteristic of creep crack propagation of 316NG stainless steel

 Creep crack growth rate (CCGR) data for 316NG stainless stee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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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from the creep crack growth tests with different stress levels at 

600oC. The model equation to estimate the CCGR for 316NG stainless 

steel was obtained by using C*  parameter. In addition,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a number of random variables were generated and using 

these variables, the CCGR line was estimated from probabilistic point of 

view.   

2. Thermal crack propagation properties of 316NG stainless steel

 316NG stainless steel which is candidate reactor vessel steel of fast 

breeder reactor is operated at 550℃. 316NG stainless steel has high 

thermal expansion and thermally fatigued during start up and shutdown. 

304 and 316 stainless steels for reactor internal and pipe of PWR are also 

under thermal gradient. Thermal fatigue of 316NG, 304, 316 stainless 

steels is evaluated with temperature change. 

Section 5.  Verification of  a novel process for low activation 

           SiC/SiC composites with high density

1. WA-CVI process for high-density SiC/SiC composites

 SiC/SiC composites were fabricated using a SiC whiskering method to 

infiltrate the matrix and characterized the densification behavior. We 

applied the atmospheric pressure CVI process without metallic catalysts 

for the growth of SiC whiskers within stacked SiC fiber fabrics. We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concentration of a reactant gas, growth 

temperature and fabric position on the growth behavior and 

microstructure of the SiC whiskers. A controlling condition for the 

homogenous growth of long SiC whiskers has been discussed.

2. Matrix densification of SiC composites by sintering processing

 To develop a process for densification of SiC/SiC composites with a 

porosity of 5% or less and to develop high-strength SiC/SiC.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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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strength of 500 MPa or higher, the following research topics were 

carried out by the University of Seoul as a sponsoring project;

(1) New process development for the densification of SiC/SiC composites

(2) Effect of processing parameters on densification of SiC/SiC composites

(3) Effect of additive composition on matrix microstructure

(4) Effects of additive composition and content on densification of SiC/SiC 

composites

(5) Mechanical properties of SiC/SiC composites

(6) Effect of fiber coating on densification and strength of SiC/SiC composites

(7) Development of new additive composition

Section 6.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property for radiation 

           resistant SiC composites and establishment of material 

           data bas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iCf/SiC Composites

 We evaluated the flexural strength measured by the 3-point bending test 

for SiCf/SiC composites preparing 'whisker growing-assisted process'. 

And we controlled the design of dimension with specimen size and 

processing conditions, the tensile strength of WA(whisker assisted)- 

SiCf/SiC composites at the desired temperatures were evaluated as well. 

Nano-indentation test was carried out on these samples and obtained the 

values of micro-hardness, elastic modulus and toughness which were 

evaluated the micro-regions between bundle and fabric layer of the 

composites. And the effect of the matrix for reinforcement of SiC whisker 

was also evaluated.

2. Thermal Properties of SiCf/SiC Composites

 The thermal properties evaluations including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diffusivity were performed with total density of SiC/SiC composites 

and processing parameters at elev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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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tablishment of material data base for SiCf/SiC composites 

 In order to establish the material property data base, in/out-file 

properties of SiCf/SiC composite were collected from the published 

references. And DB managing systems for data of physical and 

mechano-thermal properties were designed and programmed to use an 

acrobat program.

Section 7.  Establishment of  the base of  integrated-information 

           database systems for nuclear materials.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e of integrated-information database systems 

for nuclear materials, The database constructions using the user-required 

DB programs and input data systems produced from research experiment 

can easily migrate the research date and modified the output Excel data 

of the applications of final results. Also, we can obtain the basic and raw 

data from database system using a multi-display of graphics and a 

searching DB system. We are establishing the program of an estimate of 

material creep-life for user-required DB programs. The system of 

related-equations of designs for a base of integrated-information database 

were developed by the build-up of output system of DB tools

IV. Results of  the Project

Section 1.  Determination of specification and data production for

           316NG stainless steel 

1.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of 316NG stainless steel carbon and 

   nitrogen content 

 Tensile strength of 316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316NG because 

of dynamic strain aging and strain induced martensite. Fatigue life of 316 



- xx -

was less than that of 316NG by dislocation structure, grain size 

refinement, and the decrease of carbide. Nitrogen is better for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than carbon.

2. Creep properties of 316NG stainless steel

 Long-term creep rupture data reaching 25,193 hours (2.87 years) was 

obtained from a long-term creep test of 316NG stainless steel. Rupture 

elongation or reduction of area showed the low value of under 20%. The 

amount of creep strain was very small up to 17,000 hours, but the tertiary 

creep was abruptly generated. In creep curve, the secondary creep range was 

dominant for full creep life, and creep rate was very low as 8.69 x 10-8 /h. 

Creep fracture morphology showed typical intergranular fracture mode, and 

cavities were initiated and generated along grain boundary. In addition, for 

welded materials, long-term creep rupture data reaching 29,421 hours (3.35 

years) was obtained from a long-term creep test. Creep fracture 

microstructure showed large difference when compared with a base one, 

namely, the weld metal did not showed creep cavities which are observed in 

a base metal of 316NG stainless steel. Amount of precipitates in the specimen 

was small, and creep fracture morphology showed transgranular fracture 

mode.

3. Specification of 316NG stainless steel

 Specification of 316NG stainless steel for high temperature fatigue is 

<0.02 % for carbon and 0.09∼0.11 % for nitrogen when the sum of 

carbon and nitrogen content is < 0.15 %.

Section 2,  Specification of 150 MPa grade modified FMS

1.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of FMS

 Tensile strength of Mod. 9Cr-1Mo steel was higher than 316NG 



- xxi -

stainless steel but elongation of Mod. 9Cr-1Mo steel was very low. 

Stress relaxation of Mod. 9Cr-1Mo steel was very high. Fatigue life of 

Mod. 9Cr-1Mo steel was less than that of 316NG stainless steel and 

fatigue strength was softened. Fatigue life was slightly increased by 2 

step heat treatment. Fatigue properties was not changed with aging at 

600℃ 5,000 h and 10,000 h.

2. Creep properties of FMS steel

 Long-term creep tests have been performed with FMS steels containing 

tungsten. Until now about 17,000 h have passed since creep tests started. 

Base on the present results,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FMS steel was 

largely improved by the addition of tungsten not only long-term creep 

test but also short-term creep test.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this 

specimen was compared with that of T92 steel.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T92 steel was known as 140 MPa. The creep data for T92 

steel were collected and analysed, then the estimated creep rupture 

strength of T92 steel was 120 MPa,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this 

specimen.  

3. Material standard for FMS steel with creep rupture strength 

  of 150 MPa

 The material standard for FMS steel with creep rupture strength of 150 

MPa at 600oC, 105 h was established.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is 

FMS steel was 10Cr-0.5Mo-2W-0.2V-0.08N-0.2Nb-0.15C. Nitrogen was 

added up to 0.08 wt% to form fine and stable Cr2X particle. V was added 

for precipitation hardening by stable VX particle. Optimum V content was 

0.2 wt%. NbX particle was acted as a inhibitor for the prior austenite 

grain growth, so Nb was added up to 0.2 wt%. Mo and W content were 

0.5 wt% and 2 wt%, respectively. Fine precipitates were formed by 

adopting new heat treatment method which obtained korean pat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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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um heat treatment condition was as follows ; normalizing at 1050oC 

for one hour and air cooling, and tempering at 700oC for three hours and 

air cooling, and finally tempering at 760oC for one hour and air cooling. 

That is, if the 10Cr-0.5Mo-2W-0.2V-0.08N-0.2Nb-0.15C steel was heat 

treated by the above method, the creep rupture strength of the FMS steel 

at 600oC, 105 h may be 150 MPa.

Section 3.  Evaluation of  irradiation behavior of 316LG and FMS 

           steel

1. Neutron irradiation behavior for 316NG stainless steel

 The tensile test results of the irradiated type 316NG and 304UC steels 

showed the typical irradiation hardening and low ductility behaviors, and 

especially the yield strength was increased considerably. But, at a high 

temperature above 500oC, the irradiated tensile strength saturated nearly 

the un-irradiated one. The reason for it is that the irradiation defects 

were recovered by thermal activation. Also, the irradiated ones showed 

higher values in the strain hardening exponents than the un-irradiated 

ones. 

2. Irradiation characteristics of FMS steel

 The yield and tensile strength increased by neutron irradiation. The 

increase of strength by irradiation was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tensile test temperature. The irradiation hardening effect was 

disappeared when tensile test temperature increased to 600oC. The yield 

and tensile strength showed similar behavior, but the increase of yield 

strength by irradi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ensile strength. The 

elongation was greatly decrease by neutron irradiation. But the decrease 

of elongation was not completely recovered even though tensile test 

temperatur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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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Development of database of creep and thermal crack 

           propagation and prediction model

1. Characteristic of creep crack propagation for 316NG stainless steel

 Creep crack growth rate (CCGR) data of fifteen results for 316NG 

stainless steel was obtained from the creep crack growth tests, and using 

these data, the model equation of ȧ=3.80×10 -2(C *) 0.90 was obtained. The 

CCGR line was estimated for the case of 1SD(standard deviation) and 

2SD by Monte Carlo Simulation. The CCGR line for 316NG stainless steel 

was estimated from probabilistic point of view.   

2. Thermal crack propagation properties of 316NG stainless steel

 Thermal fatigue life of 304 and 316 stainless steel was decreased with 

cold working at big temperature change but increased at small 

temperature change. Thermal fatigue strength was decreased and thermal 

fatigue life was slightly increased with aging at 600℃ 100 hr. Thermal 

fatigue life was slightly increased with the decrease of temperature 

change rate. Thermomechanical fatigue life of in-phase was much better 

than that of out-of-phase. Thermomechanical fatigue life of 316NG 

stainless steel was better than that of 316.

Section 5.  Verification of  a novel process for low activation 

           SiC/SiC composites with high density

1. WA-CVI process for high-density SiC/SiC composites

a. Evaluation of optimum growth condition for SiC whisker

 SiC whiskers could be grown homogeneously within SiC fiber preforms 

by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of a reactant gas. SiC whiskers with 

polycrystalline structures and relatively large diameters were obtain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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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input gas ratios (α = 20–60) whereas a preferential growth along 

the axial direction led to long and thin whiskers at high input gas ratios 

(α = 80–120). Increase of the growth temperature up to 1200℃ resulted 

in a homogeneous growth of SiC whiskers in a wider range of input gas 

ratio.

b. Growth mechanism of SiC whisker

 The morphology and growth behavior of the SiC whiskers were largely 

dependent on the degree of reactant supersaturation. At a high degree of 

supersaturation, relatively thick and short whiskers were obtained 

whereas thin and long SiC whiskers with a single crystalline nature 

could be obtained at a low supersaturation. The single crystallinity was 

due to the preferential growth of the SiC whisker along the <111> 

direction while precluding the growth of the other higher energy planes. 

Microstructures of the deposits obtained at a high supersaturation showed 

a strong dependency on the stacking position of the fabric due to a 

reactant depletion throughout the thickness.

c. Matrix densification behavior of WA-CVI SiC/SiC composites

 The rate of a weight gain of the WA-CVI composite during the matrix 

infiltration process was more than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CVI composite. This indicates that the efficiency of the 

matrix infiltration was higher in the WA-CVI process due to the large 

surface area of the SiC whiskers on which a matrix deposition could take 

place. The WA-CVI composite reached a density of 2.6 g/cm3 within 19 

h, while the conventional CVI composite required more than 25 h to 

attain a similar density. The WA-CVI composite showed a homogeneous 

microstructure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pore structure and the 

reduction of the macro-pores.

2. Matrix densification of SiC composites by sintering processing

 A new process for fabricating SiC/SiC  composites with a porosity of less than 

3% has been successfully developed by stacking of SiC tapes and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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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rry-infiltrated SiC fiber fabric alternatively and subsequent 

hot-pressing. Effects of sintering temperature, sintering time, additive 

content, and mixing method on densification of SiC/SiC composites have 

been investigated. Sintered dens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sintering 

temperature, but the SiC fiber degraded at temperatures above 1800oC. A 

maximum sintered density was obtained at 1750oC for 4 h. A minimum 

additive content for ensuring densification upto a porosity of less than 

5% was 4 wt% AYM. Er-, Lu-, Sc-, Al-, or Y-containing additives were 

effective for the densification of SiC matrix up to 97% of theoretical. Monolithic 

SiC sintered with Er- or Lu-containing additives showed high fracture toughness 

of ≥5 MPa.m1/2 whereas monolithic SiC ceramics sintered with Er- or 

Lu-containing additives showed high strength of ≥ 00 MPa. SiC/SiC composites 

with relative densities of greater than 98%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SiC 

tapes containing a total of 4 wt% additives. SiC/SiC  composites with a 

flexural strength of ≥620 MPa were developed by using SiC tapes containing 

AYM additives and by hot-pressing the SiC tapes and SiC slurry 

infiltrated-SiC fabric stacks at 1750oC for 2 h.

Section 6.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property for radiation 

           resistant SiC composites and Establishment of  material 

           data bas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iCf/SiC Composites

 The maximum three-point bending strength of the WA-SiCf/SiC 

composites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in air was 670 MPa. Generally, 

the sintered density of composites was increased with sintering time, and 

in the case of the 1 h sintering time, the  SiCf/SiC composites showed 

maximum strength of 525±2 MPa, and increased to the 753±117 MPa for 

4 h, respectively. The tensile strength at the high temperatures were 

indicated 130~300 MPa as their processing conditions. A high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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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and elastic modulus by using nanoindentation was evaluated in 

the WA-CVI composites, the main reason was the strengthen effect of 

nano-sized SiC single whisker in the matrix. The toughness values of 

WA-CVI composite was more than 8.8% of conventional one. It means 

that WA- SiCf/SiC composites has a improved properties of their stength 

and toughness.

2. Thermal Properties of SiCf/SiC Composites

 The thermal conductivities with density of SiCf/SiC composite in the 

range of RT and 1100C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as increasing the it's density, thermal conductivity was increased with 

20% of initial value. The thermal diffusivities of WA-CVI were close to 

10 mm2/sec in the range of RT and 1000C and the higher values were 

maintained for the liquid-phase sintered specimen.

3. Establishment of material data base for SiCf/SiC composites  

 In/out-file properties of SiCf/SiC composite were collected and listed 

from the published references. The properties of monolithic SiC and SiC 

fiber as well as SiCf/SiC composite were included. In each property sheet, 

information of cited references and notes were described. The material 

data files will be continuously extended from addition of our produced 

data and other published references. 

Section 7.  Establishment of  the base of  integrated-information 

           database systems for nuclear materials.

 As a part of a project of high temperature materials characterization and 

advanced materials development, we are establishing a base of 

integrated-information database systems for activation of R&D nuclear 

materials. The database constructions using the user-require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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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and input data systems produced from research experiment can 

easily migrate the research date and modified the output Excel data of 

the applications of final results. Also, we can obtain the basic and raw 

data from database system using a multi-display of graphics and a 

searching DB system. We are establishing the program of an estimate of 

material creep-life for user-required DB programs. The system of 

related-equations of designs for a base of integrated-information database 

were developed by the build-up of output system of DB tools

 The integrated database systems were fixed to manage the experimental 

data with effectiveness for using and reliability of exchange of 

information. This basic data system for material properties and 

technologies are also able to apply developing the advanced materials for 

Fusion and GEN-IV systems. The material database systems have a 

significant role for the knowledge-base national property.

V. Application Plans of the R&D Results

 This R&D scope is included in the technical R&D roadmap of 

Generation-IV International Forum, so the results will be national 

contribution for materials R&D for Gen-IV systems.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high temperature material characterizations will become 

the basis of evaluating structural integrity of the elevated temperature 

nuclear systems, and the developed materials will be applied for VHTR, 

SFR and Fusion. Moreover, the integrated material database will provide 

the mechanical properties for system design, and support to establish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rietory of nuclea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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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보고서는 원자력 중장기 사업의 2 단계, 3 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실증하여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단계 후속 과제로 계속 수행한 3 단계, 2 년간의 과제결

과를 작성한 것이다. 본 과제는 원자력재료 내환경 특성평가 및 향상기술 개

발 대과제 중에서 원자력 환경의 주요 4대 변수 (고압, 부식, 고온, 조사) 중

에서 고온 환경하에서의 원자력 재료 특성을 평가하고, 내고온․저방사화 개

량재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한 세부과제 4 개중의 하나이다. 아울러 

대과제의 주요목표인 원자력 재료의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DB를 위한 데이터 입출력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세부과제에 배포

하고, DB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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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여야 하

며, 또한 재료의 조직이 고온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캐니즘과 속도론을 

파악하여 일정 시간 후에 급격히 발생하는 재료조직 변화에 의한 재료손상

을 예측하여야 한다. 원전 성능향상 및 에너지 효율 증가를 위하여 추진중인 

가동중 원전의 출력증강 및 미래형 노형 개발을 위해서는 원전 가동여건의 

고온화, 고방사선화에 따른 문제극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원자력 재료

의 고온 및 고방사선 환경 향평가를 쉽고 빠르게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기술의 개발과 개량재료 및 신소재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등의 국내산업체는 초초임계 화력발전소 설계를 위해서 고온

재료 개발과 데이터 생산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원자력계에서도 SMART

와 KALIMER, NHDD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정보교환 등을 통한 원전재료의 고온강도 데이터 생산에 많은 투자가 필요

한 시점이다. 그리고 GEN-IV나 핵융합로와 같은 미래형 원자력 에너지 시

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고온 및 고방사선 환경 하에서 수명기

간 동안 완전한 성능을 갖는 혁신적 재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베이

스 구축 없이 국외 기술의존의 탈피가 불가능하며, 원전 시스템 설계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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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산화를 이룰 수 없다. 새로운 개념의 원전 설계는 재료의 개량 및 데

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G-5 원자력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는 독자적인 설계지침 및 코드를 갖추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역할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문헌을 통한 정보

를 분석하 고, 제3장에서 주요 연구결과를 기술하 다. 첫번째는 316NG 스

테인리스강의 고온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하 을 경우 건전성을 평가하여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2단계에서 데이터를 축적한 

고온균열성장과 열피로 거동을 3단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모델링을 

세워서 미래 원전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방법론을 개발하 다. 두 

번째는 열물성과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미래형 원전 시스템에서 더욱 활

용도가 높아진 개량 마르텐사이트강의 규격의 성능을 입증하고, 미래형 시스

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규격을 완성하 다. 세 번째는 핵융합 시스템 및 

GEN-IV에서도 유망한 소재로 개발이 진행 중인 고온용 구조재료 세라믹스 

복합체의 내산화성 및 내강도 복합체 제조공정 기술을 확립하고 열적․기계

적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개량특성을 검증하고 실험 data를 확보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재료물성 종합DB를 완성하여 극한

환경 평가기술, NT 기술 등의 국내 타산업체에 응용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 

기초과학 성장에 기여하 다.

본 연구는 GEN-IV 시스템 개발을 위한 GIF R&D 기술지도 중에서 시스

템별 재료 연구 항목뿐만 아니라 공통기술에도 반 되어 있어, 우리의 기술

수준과 세계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GEN-IV 시스템용 재료 연구

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고온특성 평가 및 신재료 기술

은 향후 국내의 재료 요소기술 확보와 기술종속 탈피, 설계그룹을 위한 기초

물성 생산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안정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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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316NG강의 재료규격 결정, 시험자료 생산, 규격집 발간

 316계 스테인리스강이 고온 기계적특성, 부식특성 등이 우수하고 데이터베

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탄소함량이 높은 

316 스테인리스강은 탄화물이 석출되어 고온 기계적특성과 부식특성이 저하

되므로 탄소의 함량을 낮추고 대신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소를 첨가한 

316LN 스테인리스강이 개발되었다. 고속증식로용 압력용기로 사용하기 위한 

원자력용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사용을 위해 미국은 ASME, 프랑스는 

RCC-MR에서 316LN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 고 일본에서는 

316FR이라 명명된 스테인리스강을 개발하 다. 국내에서는 316LN 스테인리

스강을 포항제철에서 시험생산한 적인 있지만 이것을 원자력용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체계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엄격한 재료규격을 설정하

고 가공공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2. 150MPa급 개량 FMS강 재료 규격집 발간

 FMS강 개발은 1912년 독일의 Kurpp and Mannesmann사에서 steam 

turbine blade용으로 12Cr-2.5Mo강을 처음 제조하면서 시작된 이후 주로 화

력발전 소재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FMS강은 고

온에서의 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용온도가 620oC 정도

로 제한되고 있어, FMS강 개발은 주로 고온에서의 크리프 강도를 향상시키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FMS강의 개발은 9Cr강과 12Cr강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1세대 FM강은 9Cr-1Mo강 (ASME T9)과 12Cr (AISI 410)강으로 600oC, 10

만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35MPa 정도이다. 이후 2세대는 V 및 

Nb 등 석출강화형 원소를 첨가하여 크리프 파단강도를 60MPa급으로 향상

시켰으며, 3세대는 2세대 FMS강에 첨가한 V 및 Nb 합금의 첨가량을 최적

화시킴으로서 크리프 강도를 100 MPa급으로 향상시켰다. 4세대는 Mo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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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사한 고용강화 효과를 가진 W을 첨가한 140 MPa급 FMS강이다. 그리

고 최근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140 MPa급 FMS강에 Cu나 Co를 첨가하여 크

리프 파단 강도를 180 MPa급으로 향상시킨 FMS강을 개발하 다. 그러나 

이 합금들은 장시간 크리프 시험에서 예상했던 크리프 강도를 보이지 못하

고 있어 현재 상용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고강도 

FMS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650oC에 사용 가능한 180MPa급 FMS강 개

발을 위한 연구에 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상용으로 생산되어 화

력발전 설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MS강은 100 MPa급 FMS강인 ASME 

T91과 140 MPa급 FMS강인 ASME T92, T122 등이 있다. 

 FM강은 특히 우수한 조사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에

서도 1970년대 초반 고속증식로의 피복관 및 덕트 재료로 처음 고려되었으

며, 1970년대 후반 핵융합로의 1차벽 및 블랭킷 후보 재료로 고려되어, 원자

력 발전 설비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FMS강은 중수로 압력관 

end fitting, 가스냉각로의 증발기와 과열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경수로에

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고, 현재는 주로 고속증식로, 고온가스냉각로 및 

핵융합로에서의 사용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형로 형태의 고속증식로에서 노내 구조물 재료로는 통상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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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assembly내에서 중성자 조사량과 온도의 차이에 따른 

조사 팽윤의 차이로 wrapper의 휨을 일으키며, 내부 냉각제 압력의 향으

로 조사 크리프가 발생하여 wrapper 면에 팽창을 발생시킨다. Subassembly

내의 이러한 휨과 팽창은 핵연료 설계, 가동, burn-up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

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wrapper 재료로서는 조사 팽윤과 조사 크리프가 작

은 재료를 선택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cladding은 핵분열 가

스와 핵연료-cladding의 기계적 반응에 의해 응력을 받는 상태에서 사용되므

로 충분한 조사 크리프 강도를 보유한 재료를 적용해야 초기에 손상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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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사 팽윤 저항성이 향상된 재료 설계를 위해서는 시

험용 고속증식로에서의 광범위한 조사 시험이 수행되어 후보 재료에 대한 

조사 특성 data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는 고속증식로 wrapper나 

cladding 재료로서 FMS강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증식로의 피복관 및 

덕트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세대 합금인 HT9

강으로 피복관을 제조하여 FFTF에서 200dpa까지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

으며, 일본에서는 PNC-FMS강을 개발하여 100dpa까지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핵융합로에서는 1차벽과 블랭킷 구조재료로서 FMS강을 고려하고 1970년대

부터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핵융합로 재료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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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되어도 유도 방사화와 dose rate에 

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 설비

용으로 개발되었던 FMS강을 개량하여 Mo 대신에 W을 첨가하고, Nb 대신

에 Ta을 첨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FMS강은 안정한 미세

조직과 적정한 강도, 인성, 조사손상에 대한 저항성을 보유하고 있어 핵융합

로 재료로의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저방사

화 FMS강은 일본에서 개발한 F82H (7-9Cr-W-V-Ta)와 미국에서 개발한 

9Cr-2WTa, 그리고 유럽에서 개발한 EUROPFER 97이 있다.

 국내에서는 두산 중공업 등에서 오랜 기간 화력발전 설비에서의 사용 경험

을 통해 FMS강의 고온에서의 장기간 특성 및 손상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

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초초임계압 화력발전소 보일러, 터빈 부품에 적용하

기 위한 재료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3. 고온 크리프 및 열피로 균열전파 자료집 발간, 평가 모델 개발

 냉각수 배관의 사고에 자극 받아서 미국에서는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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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Institute (NEI), Department of Energy (DOE),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 등과 같은 기관에서 열피로 손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열피로 손상을 실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험자체가 복

잡한 실험장비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부의 연구

소와 학교에서 열피로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연구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4. 저방사화 SiC/SiC 복합체 기술개발 현황

 SiC 계 세라믹스는 열적,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중성자 조사에 

의한 유도 방사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제4세대 원전 중 GFR 및 VHTR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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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성능

의 원자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단미 (monolith) 세라믹스 소재는 

취성파괴를 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원자로용 구조재로는 장섬

유로 강화된 세라믹 복합체의 형태를 주로 이용한다. C 또는 SiC계의 장섬

유강화 세라믹 복합재료는 섬유와 기지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

능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C/C, C/C-SiC, C/SiC, SiC/SiC 등을 들 

수 있다. 1950년대 말부터 개발이 시작된 이래 C/C 복합재료는 항공기와 자

동차의 브레이크 디스크에서 우주왕복선의 단열타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게 응용되고 있으나 공기 중에서 사용할 경우 500°C 이상에서 산화가 일어

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산화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여타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지상의 일부 (C/C-SiC) 또는 전체 (C/SiC)를 SiC로 

대체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970년대 중반에 SiC 섬유가 개

발된 이후 섬유와 기지상이 모두 SiC로 이루어진 SiC/SiC 복합재료에 관련

된 연구도 지난 20여 년간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C/SiC 및 SiC/SiC 복합재

료는 1500°C 정도의 고온에서 구조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엔

진 부품, 열병합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열교환기 등 비원자력 분야뿐만 아

니라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재료, 가스냉각형 4세대 원자로의 노심 구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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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원자력 산업용으로 응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Table 

2-5-1은 고온 가스 냉각로의 출구 가스온도에 따른 주요 부품 후보재를 나

타낸 것이다 [2-5-1]. 출구온도가 850℃ 이상이 되면 C/C, C/SiC, SiC/SiC 

등의 세라믹 복합체로 금속 소재를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VHTR에서 이

들 세라믹 복합체의 적용이 가능한 주요 부품은 제어봉 피복관 및 주요부품, 

제어봉 안내관, upper core restraint block, upper plenum shroud, hot duct 

insulation cover sheet, floor block, 열교환기 튜브, 가스터빈 부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SiC/SiC 복합체는 GFR의 핵연료 피복관의 후보재로도 검토

되고 있다. Table 2-5-2는 VHTR의 주요 부품 후보재로 적용하는데 있어 

C/C, C/SiC 및 SiC/SiC 복합체들의 장점과 약점을 비교한 것이다 [2-5-2]. 

 핵융합 실험로나 ITER 등과 같은 핵융합로에서는 C/C 복합체가 블랭킷 구

 Table 2-5-1. Summary of Possible Materials for (V)H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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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로 사용되고 있거나 후보재로 검토되고 있지만 미국의 ARI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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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 같은 데모형 또는 상용 핵융합로에서는 블랭킷 구조재로 SiC/SiC 복합

체를 고려하고 있다. Table 2-5-3은 SiCf/SiC 복합체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DEMO reactor들의 주요 성능과 Si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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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C/SiC 복합체를 중심으로 복합체의 제조기술 현황과 주

Table 2-5-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C, C/SiC, and SiC/SiC 

Composites for VHTR Applications

Advantages Disadvantages

SiC/SiC Composites

·Good oxidation resistance

·Stronger than C/C

·Greater radiation damage resistance

 than C/C

·Less change-out, lasts longer

·Higher cost than C/C

·Many have boron coated interface

·Free silicon (not desired)

·Lack of manufacturing/infrastructure

·Qualification-different weaves require 

 a new qualification

·ASME specification issue

C/C Composites

·Good material for accident situation

·Flaking is less likely than SiC/SiC

·Eliminates metal from the core

·Good residual properties 

 (e.g., strength)

·Poor oxidation resistance

·More radiation damage/shrinkage than 

 SiC/SiC

·Qualification-different weaves require 

 a new qualification

·ASME specification issue

C/SiC Composites

·Higher thermal conductivity than

 SiC/SiC

·Higher strength

·Higher moderating power

·Possible radiation damage

·Qualification-different weaves require 

 a new qualification

·ASME specific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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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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에 나타내었다 [2-5-3]. 대부분의 SiC 섬유는 어느 정도의 불순

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Nicalon과 같은 1세대 섬유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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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5-3. Major Specifications for Recent International Projects Using 

SiCf/SiC as Structural Material for Breeding Blankets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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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비정질의 SiCxOy 기지에 분산되어 있는 미세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1200°C 

이상의 온도에서는 환원반응에 의해 SiO 및 CO 가스로 분해가 일어난다. 뿐

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의 응용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해 비정질상이 수축

을 일으켜 섬유의 직경이 감소되기 때문에 섬유와 기지상 사이에 미세균열

이 형성되거나 계면 분리가 일어나 복합재료의 성능이 크게 감소된다. 2세대 

섬유인 Hi-Nicalon은 산소함량은 0.5% 이하로 매우 적지만 약 23%의 탄소

를 불순물로 포함하고 있다. 내열성은 Nicalon에 비해 우수하지만 사용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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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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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은 다양한 SiC 섬유에 대해 중성자 조사 후 도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2-5-6]. Nicalon, Hi-Nicalon, 저급 Tyranno 섬유 등과 같이 불순물 

및 비정질상을 포함하는 섬유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도의 증가는 부피 수축을 수반하기 때문에 섬유와 기지상 간

의 계면에 균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복합체의 특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결정성 및 순도가 높은 Tyranno SA, Sylramic 섬유는 도, 즉 부피의 변화

가 크지 않다.

Table 2-5-4. Properties of as-produced Si-based fib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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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C 복합체 제조기술 현황

C/SiC 및 SiC/SiC 등의 SiC 기지상 복합재료의 제조는 C 또는 SiC 섬유로 

직조된 프리폼에 계면상을 제조한 후 프리폼 내부에 SiC 기지상을 형성시켜 

치 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SiC 기지상의 주요 제조방법으로는 

CVI (chemical vapor infiltration) 방법과 같은 기상법 [2-5-7], PIP(polymer 

impregnation/pyrolysis) [2-5-8] 및 LSI (liquid silicon infiltration) 방법 

[2-5-9] 등의 액상법, 고온가압 소결법 [2-5-10] 등이 있다.  CVI 방법은 

MTS (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와 같은 금속유기화합물을 열분해시켜 

섬유 둘레에 증착시킴으로써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 것으로, 공정온도가 상

대적으로 낮고 내열성 및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화학양론성의 결정질 SiC 

기지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시간이 

길고 잔류기공이 존재하며 제조단가가 비싼 문제점이 있다. CVI 방법에서 

프리폼의 양단에 압력구배 (F-CVI) 또는 온도구배 (TG-CV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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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후 이 슬러리

를 SiC 섬유 프리폼에 침투시켜 열분해시킴으로써 SiC 기지상을 얻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대형의 복잡한 형상 구조물을 제조하는데 유리하며 제조비

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화학정량비의 결정상 SiC를 얻기 어려워 열전

Fig. 2-5-1. Effect of irradiation on density 

of SiC-base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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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가 낮고 열분해 시 부피수축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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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

을 프리폼에 채워 넣고 Si을 용융·침투시켜 C와 반응시킴으로써 SiC 기지상

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공이 거의 없고 열전도도가 우수한 복합

체를 제조할 수 있으나 미반응 Si의 잔류로 인해 내열 및 내방사선 특성에 

문제가 있다. 고온가압 소결법은 SiC 분말과 소결조제가 혼합된 슬러리를 프

리폼에 침투시킨 후 고온가압 하에서 소결하는 방법으로 SiC의 소결이 어려

워 섬유의 손상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SiC 나노분말을 이용하여 

소결온도를 낮추고 Tyranno SA와 같이 내열성이 우수한 섬유가 개발됨으로

써 섬유의 손상 없이 95% 이상의 상대 도를 갖는 SiC/SiC 복합재료를 제

조할 수 있게 되었다 (NITE process [2-5-11]). 하지만 이 방법은 다차원으

로 직조된 프리폼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섬유의 부피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구개발의 여지가 많다. 이상의 방법 이외에 MER 사에서는 C/C 복합

재료를 SiO 가스와 반응시켜 SiC/SiC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CVR 방법을 개

발하 는데 50∼70 W/m·K의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도도를 얻을 수 있고 내

열성이 우수하지만 미반응의 C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2-5-12]. PIP 방

법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프리폼에 침투시킨 PCS 등의 유기화합물을 전

자빔을 조사하여 불융화 처리함으로써 SiC 수율을 높여 고 화를 이루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2-5-13]. Table 2-5-5는 이상에서 열거한 제조방법

Table 2-5-5. Comparison of Fabrication Processes for SiC Composites

CVI PIP LSI NITE

내열성 ○ X X ○
기계적 특성 X ○
내방사선 특성 ○ X X ?

도, 가스기 성 X X ○ ○
열전도도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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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한 것이다.

 섬유와 기지상 사이에 존재하는 계면상은 낮은 전단강도를 가져 기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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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4]. BN은 B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He 발생과 N

에 의한 방사화의 문제로 원자력용으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

에서는 주로 PyC, (PyC-SiC)n 등을 계면상으로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SiC 복합체의 주요 노내외 특성

 현재까지 상용화된 SiC/SiC 복합체의 주요 특성을 Table 2-5-6에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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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한 섬유의 률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인장강도는 200∼300 MPa, 곡강도

는 300∼400 MPa 정도이나 실험실 규모로 제조된 복합체는 400 MPa 이상

의 인장강도와 700 MPa 이상의 곡강도 값도 보고되고 있다. 열전도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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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로에서는 1000℃에서 조사후의 열전도도가 15∼20 W/m·K 이상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 개선이 필요하다.

제품형상의 유연성 ○ ○ X

공정시간 X ○ ○
경제성 X ○
기술 성숙도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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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조사는 Si 및 C 원자의 격자이동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SiC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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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는 CVD SiC의 조사온도에 따른 부피팽창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000℃ 이하에서는 조사온도의 증가에 따라 부피팽창이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2-5-15]. 상온 및 150℃ 이하에서는 비정질화가 주로 일어나며 150℃ 이

상 1000℃ 이하에서는 점결함의 형성에 의해 부피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1000℃ 이상에서는 보이드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부피변화는 조사량에 의존

하게 된다. 현재까지 1000℃ 이상에서의 부피변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드 형성에 의해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최소온도가 보다 정확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ig. 2-5-2는 CVD SiC에 대한 결과이지만 CVI

에 의해 제조되는 SiC/SiC 복합체는 기지상이 CVD SiC와 같기 때문에 유

사한 부피변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5-3은 중성자 조사에 의한 SiC 단미 및 SiC/SiC 복합체의 열전도도 

Table 2-5-6. Characteristics of Several SiC/SiC Composites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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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5-16]. 1000℃의 조사온도에서는 조사전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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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도도를 유지한다. Fig. 2-5-4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SiC/SiC 복합체의 

Fig. 2-5-2. Neutron-induced swelling 

of CVD SiC.

Fig. 2-5-3. Thermal conductivity 

degradation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and test temperature for crystalline SiC 

and SiC/SiC composites with CVI-SiC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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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강도값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5-17]. Nicalon 및 Hi-Nicalon 섬유로 제

조된 복합체의 경우에는 1 dpa의 조사량에서도 강도가 20-30% 감소하며 10 

dpa 에서는 60% 이상 강도가 감소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중성자 

조사에 의해 섬유가 수축함으로써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에 균열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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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이 고순도의 결정질 섬유를 사용한 경우에는 10 dpa 까지 강도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고에너지의 중성자 조사는 SiC에서 격자의 이동뿐

만 아니라 화학적인 핵종변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핵종변환에 의해 생성되는 

원소는 He, H 과 같은 기체 및 Mg, Al 과 같은 금속원소 등이 있다. Fig. 

2-5-5는 ARIES 의 제 1벽 설계를 기준으로 운전기간에 따른 변환핵종의 농

도를 나타낸 것이다 [2-5-17]. 매우 많은 양의 He, H 및 Mg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가 SiCf/SiC 복합체의 특성에 어떤 향을 미

치는 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속기를 이용한 He 주입실험 등을 통

해 이에 대한 향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950℃에서 2500ppm의 He을 

주입하 을 때 약 38%의 곡강도 값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Fig. 2-5-4. Relative strength, irradiated/ 

unirradiated, for SiC/SiC composites versus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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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5-18].

Fig.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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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NG강의 재료규격 결정, 시험자료생산, 규격집 발간

1. 316NG강의 탄소와 질소함량에 따른 인장 및 피로특성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고온강도, 연성, 인성, 내식성 등이 우수해

서 경수로 및 액체금속로의 일차계 구조재료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16형태의 스테인리스강은 제조된 경험도 많고 특성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용환경과 중성자조사 등에 대한 내구성도 양호하고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어서 차세대원자로 및 고속로의 구조재료로서 유망한 

재료이다[3-1-1]. 

   종래의 316 스테인리스강은 강도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탄소량을 0.04% 

이상 함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온도가 올라가면 탄화물을 석출시켜서 고온 

기계적 특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최근에는 탄소의 함량을 낮추는 경향이

다. 그러나 저탄소 스테인리스강은 강도저하를 유발하므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강화효과가 탄소보다 크고 탄화물의 석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를 첨가한 새로운 316NG 스테인리스강이 개발되고 있다[3-1-

2∼3-1-6].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적정 탄소와 질소의 함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탄소와 질소의 함량을 낮춘 316L 스테인리스강을 기준으로 탄소의 함량을 

높이고 질소의 함량을 낮춘 316 강, 탄소의 함량을 줄이고 질소의 함량을 높

인 316NG 강으로 피로수명을 측정하여 탄소와 질소가 고온 저주기 피로특

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가.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스테인리스강의 화학조성을 Table 3-1-1에 나타내었다. 

탄소와 질소의 함량이 낮은 시편 316L을 기준으로 질소의 함량을 일정하게 

하고 탄소의 함량을 높인 316, 탄소의 함량을 일정하게 하고 질소의 함량을 

높인 316NG 시편을 진공유도 용해방법으로 제작하 다. 탄소와 질소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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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하기 위하여 316과 316NG강의 경우 탄소와 질소함량의 합은 거의 

일정하게 하 다. 시편은 1100℃에서 1시간 용체화처리하여 수냉하 고, 압

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시편을 채취하 다. 이때 결정입의 크기

는 316L과 316의 경우가 316NG 보다는 약 2배의 값을 나타내었다. 

  인장시험은 평행부 길이가 25 mm이고 직경이 6 mm인 봉상으로 변형제어

로 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시 변형속도는 2×10-3/s이었다. 저주기 피로

시험은 상온과 600℃에서 시험하 고 시험기간중 온도편차를 ±2℃ 이내로 

제어하 다. 온도의 균일함을 얻기 위하여 시험온도에서 1시간 유지후 시험

을 수행하 다. 저주기 피로시편의 형상은 평행부 길이가 8 mm이고 직경이 

7 mm인 봉상시편이었고, 변형범위 0.8∼1.5%, 변형속도 2×10-3/s, 삼각파를 

사용하여 strain 제어로 Instron 8502를 사용하여 ASTM E606에 정하는 바

에 따라서 수행하 다. Strain 게이지는 시편의 어깨부분에 부착하여 사용하

다. 이와 같이 변형게이지를 시편의 어깨부분에 부착한 것은 게이지를 부

착시에 약간의 흠을 만들어 석  rod를 부착하게 되는데 이때 평행부에 흠

을 만들면 이 흠 부분에서 응력의 집중이 방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

다.  피로수명은 포화응력의 75%되는 사이클로 정의하 다.

   피로시험이 끝난 시편의 파면으로부터 1mm 떨어진 곳에서 하중축과 수

직되는 방향으로 시편을 절단하여 투과전자현미경 시편을 제작하 다. 투과

전자현미경 시편은 95% acetic 산과 5% perchloric 산에서 70V, 10℃에서 전

해부식시켜 JEOL 200FX를 사용하여 전위구조와 탄화물의 존재를 관찰하

다.

나. 인장특성

   온도에 따른 항복강도, 최대인장강도, 연신율의 변화를 Fig. 3-1-1에 나타

내었다. 316L보다는 탄소와 질소를 첨가한 316 및 316NG강의 항복강도와 최

대인장강도는 모든 온도범위에서 증가하 고 316과 316NG은 거의 비슷하지

만 316의 경우가 약간 높았다. 연신율은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16과 316NG의 높은 인장강도는 저온에서는 고용강화에 의해서 발생하고, 

고용강화효과가 감소하는 고온에서는 316NG의 경우는 결정입 미세화, 크롬

과 질소 상호간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한 단범위규칙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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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3-1-2∼3-1-5]. 316은 316L과 결정립의 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탄

소의 증가에 의한 전위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강도향상에 기여하는 동적변형

시효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로특성

(1) 피로수명 변화

   각 재료를 상온과 600℃에서 피로수명을 측정한 결과를 Fig. 3-1-2에 나

타내었다. 상온에서 316L보다는 316과 316NG의 저주기 피로수명이 약간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600℃에서는 316L과 316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었지만 316NG은 이들보다 피로수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온피

로수명에는 탄소보다는 질소를 첨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로수명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전위구조, 결정입 크기, 동적변형시효,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산화 등이다[3-1-4∼3-1-14]. 탄소를 첨가한 316의 

경우 316L과 결정입 크기는 비슷하지만 316NG 보다는 약 2배 정도 크다. 탄

소와 질소의 첨가는 전위의 움직임에 향을 미치므로 동적변형시효에 향

을 미치게 된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서의 석출물은 대부분 탄화물

이기 때문에 탄소의 함량이 증가하면 탄화물의 석출이 증가하여 피로수명에 

향을 미칠 수 있다. 

(2) 응력-사이클 곡선

   각 온도에서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강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Fig. 3-1-3에 

나타내었다. 피로강도는 상온과 600℃에서 316L보다 316과 316NG이 증가하

다. 상온에서는 모든 강의 경우 초기에 약간 경화가 발생하다가 계속 연화

가 발생하고 있고 600℃에서는 초기에 경화가 크게 발생하다가 포화된 후 

파단이 발생하 다. 상온에서는 316NG의 피로강도가 316보다 초기에는 높지

만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비슷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00℃에서도 상온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초기에 경화가 

발생하는 것은 전위와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의 향으로 판단되고 고온에

서 초기에 경화가 발생하는 것은 동적변형시효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11, 3-1-12]. 600℃에서 316의 포화 피로강도가 316NG보다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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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동적변형시효가 활발히 발생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의 변화

   상온에서 변형범위 1%에서 피로시험후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3-1-2에 나타내었는데 316L이 316과 316NG의 경우보다 크게 

높았고 316과 316NG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600℃에서는 316L, 

316, 316NG 모두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316NG의 경우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함량이 감소하 으므로 고용강

화, 결정립과 단범위규칙이 316의 경우는 고용강화가 피로강도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가 피로균열의 생성장소로 작

용하여 피로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상온에서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가 증가하면 피로수명이 감소하지만 고온에서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16L의 피로수명이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상

온에서는 전위구조의 변화외에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가 향을 미치지만 

고온에서는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보다는 동적변형시효가 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전위구조의 변화

   변형범위 1%에서 저주기 피로시험후 전위구조를 관찰한 결과를 Fig. 

3-1-4에 나타내었다. 316L은 cell 형태의 전위구조를 나타내었지만 316과 

316NG은 planar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상온과 600℃에서 모

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위구조가 cell보다는 planar일때가 더 피로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4∼3-1-6]. 탄소와 질소를 첨가하면 전위구조가 

planar 형태로 변화되므로 상온의 피로수명 결과와는 부합된다. 그러나 60

0℃에서는 316은 전위구조가 planar한 형태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316L과 

비슷한 피로수명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피로수명이 고온에서는 전

위구조 외에 동적변형시효에도 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결정입계 탄화물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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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에서 316L과 316NG의 경우는 결정입계에 탄화물이 관찰되지 않았

지만 316의 경우는 결정입계에서 탄화물이 관찰되었다.

   316이 316L과 비교해서 상온에서는 피로수명이 증가하지만 600℃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316에서 동적변형시효가 활발히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정입계에 석출한 탄화물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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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s (wt%)

C Si Mn P S Cr Ni Mo N C+N GS(㎛)

316L 0.018 0.67 0.95 0.007 0.002 17.78 12.21 2.36 0.042 0.060 100

316 0.058 0.47 1.05 0.024 0.002 17.78 12.15 2.35 0.043 0.101 98

316NG 0.019 0.70 0.97 0.007 0.002 17.23 12.46 2.38 0.103 0.122 47

Table 3-1-2. Strain induced martensite after fatigue test at 1.0%

316L 316 316NG

RT 1.47 0.47 0.33

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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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Dislocation structures after LCF test at △εt=1.0%, (a) RT and 

(b) 600℃ for 316L, 316, 316NG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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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6NG강의 크리프 특성

가. 장시간 크리프 파단 데이터 획득 

   316NG 스테인리스강의 모재에 대하여 장시간 크리프 파단 특성 데이터를 장

시간 크리프 실험으로 부터 획득하 다. 크리프 파단시간은 25,193hr (2.87 year)

에 이르는 장시간대의 것으로 크리프 변형률-시간 곡선 자료를 얻었다. 

   본 시편에 대하여 파면 미세조직 및 석출물 등을 관찰하여 316NG강의 크리프 

파단 거동을 분석하 다. 시편의 크리프 시험 조건은 620oC, 140MP의 조건이며, 

시험 결과 값인 파단 연신율은 10.67%, 단면감소율은 10.84%, 최소크리프 속도

(minimum creep rate)는 8.69x10
-8
 (1/h)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단된 시편

의 모양을 Fig. 3-1-5에 나타내었다. 

   Fig. 3-1-6에 보인 크리프 곡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16NG 강의 장시간 

크리프 파단의 경우 파단 연신율 및 단면 감소율은 10% 정도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7,000 시간대 까지 단면의 변화가 거의 없이 크리프가 진행되다가 

이 시간 이후에서 부터 3차 크리프가 급격하게 시작되면서 파단이 되는 특징적인 

곡선의 모양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Fig. 3-1-7에서 보인 시간변화에 따른 크리프 속도의 결과로 

부터 잘 확인이 되듯이 3차 크리프가 시작되면서 급격한 크리프 속도의 증가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316NG 강의 고온 크리프 변형은 2차 크리

프 역까지는 어떠한 징후 없이 변형이 매우 미소하게 진행되다가 3차 크리프 

역으로 급격하게 진입하여 파단이 일어나는 재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크리프 

수명의 대부분은 2차 크리프 역이 차지하며 크리프 속도가 8.69x10-8 (1/h) 인 

것처럼 매우 낮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장시간 파면 미세조직 관찰 결과    

   316NG강의 620oC에서 140MPa 응력 조건에서 크리프 파단된 시편 (파단시간: 

25,193hr (2.87 year))에 대하여 파면 미세 조직을 관찰하 다. 관찰 결과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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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1-10의 사진에 나타내었다. 

크리프 cavity들은 하중의 직각방향으로 성장하 으며, cavity들이 합체되어 미세

균열을 만들어 최종 파단이 되는 양상을 보이며, cavity들은 입계(grain 

boundary)를 따라서 성장하고 있다. (a)의 사진은 시편의 바깥부의 파면을 관찰한 

것으로 균열들이 입계를 따라서 파단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b)의 사진은 시편 내

부를 관찰한 것으로 cavity에 의한 미세균열들이 시편 전체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316NG 강은 입계를 따른 cavity들의 성장에 의하여 

크리프 균열을 만들어 파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cavity 들의 

근원은 장시간 크리프 동안 고온과 작용응력에 의하여 생성되는 석출물에 기인하

게 된다. 

   Fig. 3-1-9의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입계에서 큰 

석출물이 생성되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큰 석출물은 cavity의 생성 장소를 제

공한다. 한편, 입내에서는 미세한 석출물들이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입내

에서 미세하게 분포된 석출물은 크리프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1-10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크리프 파면을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관찰

한 것으로 전체적인 파면경향은 입계파면(intergranular fracture)의 거동을 보

으며, 1000배의 고배울 사진에서는 파면의 fact상에 미소한 dimple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보 다.   

다. 용접부의 장시간 크리프 파단 데이터 획득    

   용접부에 대한 크리프 특성 평가는 상용 316LN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여 

GTAW(gas tungsten arc weld) 방법으로 용접을 하고 시편을 제작하여 용접부

에 대한 약 30,000 시간대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프 파단 데이터를 획득하 다. 

   용접재는 308L이며 groove 형상은 V-type으로 제작한 시편이다. 600oC에서 

240MPa 응력조건으로 크리프 시험된 것으로 파단시간은 29,421hr (3.35 year), 

최소크리프 속도는 1.13E-10 (1/s), 파단 연신율은 56.17%, 단면감소율은 40.64%

의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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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1은 용접부의 크리프 곡선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2차 크리프 

역은 약 18,000시간까지이며 이후부터 3차 크리프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인다. 상

용강재의 경우 크리프 연신율이 실험실 규모로 용해한 316NG 강에 비하여 높은 

연신율의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조성의 합금일지라도 실험실 규모로 

용해한 316NG 강에 비하여 대 용량으로 용해한 상용 316LN 강에서 크리프 연신

율 및 파단시간이 현저히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크리프 속도는 Fig. 3-1-12에 보

인 것처럼 2차 크리프 역이 전체 곡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차 크리프 

역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크리프 속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용접부에 대한 크리프 파단된 시편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광학현미경으로 미세

조직 사진을 관찰하 다. Fig. 3-1-13는 크리프 파단된 시편에 대하여 시편 내부

를 길이 방향으로 관찰 한 것으로 용접재는 모재부에서 많이 관찰되는 cavity들이 

관찰되는 것과 달리 크리프 cavity들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다른 조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응력의 작용방향으로 연신된 조직을 보이고 있다. 

   Fig. 3-1-14은 용접재의 석출물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용접

재는 모재와 달리 입계에서 많은 석출물들이 관찰되지 않는 조직을 보 다. Fig. 

3-1-15은 크리프 파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서, 용접재는 모재에

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입계파면(intergranular fracture)조직이 아닌 flat한 파

면 즉 입내파면(transgranular fracture)의 조직으로 모재와 전혀 다른 파면조직

의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최소구속법에 의한 장시간 크리프 수명 예측 

(1) 서 론

   단시간의 크리프 파단 자료를 이용하여 장시간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시간-온도 파라미터(time-temperature parameter, 

TTP) 방법들이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3-1-15∼3-1-17]. TTP법은 

크리프 시험에서 얻어지는 크리프 파단수명과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응

력선(iso-stress line)의 결과가 직선 관계에 있어야 하고 각 등-응력선은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거나 서로 평행한 것으로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

러나 실제 실험 데이터는 위의 조건들이 잘 만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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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떤 시간-온도 파라미터에 맞추어야 하는 구속조건이 따른다. 그

래서 Manson과 Ensign[3-1-18] 등은 이러한 구속조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 실험 데이터를 어떤 시간-온도 파라미터에 맞추려 하지 않고 실험 데이

터로부터 잘 맞는 값들을 회기법(regression method)으로 찾아내는 최소구속

법(minimum commitment method, MCM)을 제안하 다. 최소구속법은 TTP 

법에서의 여러 가지 구속조건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실험값을 가장 잘 반

하는 크리프 수명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수행한 TTP 방법에 이은 보다 좋은 방법으

로 판단되는 최소구속법을 사용하여 316NG 강에 대하여 2,000 시간이하의 

단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10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

다. 

(2) 최소구속법의 일반식

   단시간의 크리프 자료를 이용하여 장시간의 크리프 수명을 예측하기 위

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Larson Miller(L-M), Orr-Sherby-Dorn(O-S-D), 

Manson-Haferd(M-H), Manson-Succop(M-S), Goldholff-Sherby(G-S) 파라

미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TTP 법으로 정식화된다[3-1-19∼3-1-22]. 

이들 TTP법들 중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다른 파라미터에 비하여 특별히 우

월한 것이 없으며 보다 실험적인 결과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함

을 느끼고 있다. TTP법은 파단시간과 온도를 나타내는 등-응력선이 직선 

관계가 되어야 하고, 각 등-응력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서로 평행해야 한

다. 그러나 실제 실험 데이터는 이들 조건에 잘 부합하지 않으며 어떤 시간-

온도 파라미터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소구속법은 실험 데이터

로부터 잘 맞는 상수 및 함수들을 회귀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구속조건이 

없으며 TTP식에 비해 보다 유연한 식이라 할 수 있다[3-1-21, 3-1-22].

   Manson과 Ensign[3-1-23] 이 제안한 최소구속법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

다. 온도-시간-응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소구속법의 기본식은 

)(log)()(log σGTPtF =+                                   (1)

이다. 여기서 파단시간과 온도 사이에 함수F(T)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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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log)( σGTPtTF =+                                 (2)

되고, 여기서 일반적인 온도-시간 파라미터에서의 직선 관계를 일정한 함수 

관계로 대체하고 이 함수 관계를 F(T)=1+AP(T)라고 가정하면,

)(log)(log)(log σGTPtTAPt =++                          (3)

을 얻을 수 있다. 식(3)이 Manson과 Ensign이 제안한 최소구속법의 기본식

을 개선한 보다 일반화된 식이 된다. 여기서, t는 파단시간, A는 재료상수, 

P(T)는 온도함수, G(logσ)는 응력함수이다. 식(3)에서 적절한 상수 A값과 

P(T) 함수 값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모든 TTP법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구속법은 TTP 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함수가 된다. 그러나 식(3) 방정

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상수 A 및 P(T)가 비선형함수의 식이므로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러움이 따른다. 

(3) 결과 및 고찰 

(가) 크리프 파단 데이터의 수집

   Fig. 3-1-16는 316LN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응력과 파단

시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수집한 총 크리프 데이터의 개수는 345개이며 

온도 범위는 500∼800oC 에 대한 것이다. 본 316LN강의 크리프 데이터는 일

본[3-1-24, 3-1-25], 체코[3-1-26], 인도[3-1-27], 한국[3-1-15, 3-1-28]에서 

보고한 문헌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 데이터 중에서 특히 일본은 316LN

강을 316FR (fast breeder reactor) 강으로 명칭을 붙여서 고속증식로의 실증

로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십년 전 부터 장시간 크리프 물성 데이터를 생산·축

적하고 있으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수집된 

316LN 강의 모든 크리프 파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소구속법으로 크리프 파

단 수명을 예측하고자 하 다. 

(나) 상수 A 값의 결정 및 회귀분석

   최소구속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3)의 상수 A값과 P함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A 값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focal point" 방법으로서 Fig. 3-1-17에서 보인 각 등-응력선에서 두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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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 파단시간 t1(x-축)과 t2(y-축) 값을 좌표축으로 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45o 선위의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의 역수 값을 취하는 것으로서 

A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t1 및 t2 값은 Fig. 3-1-16에서 임의의 

일정응력 조건에 대하여 각 파단시간 값으로 t1은 낮은 온도에 대한 

파단시간 이며 t2는 높은 온도에 대한 파단시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수렴점 (focal point) 방법과 시행 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A값을 구하 다. 첫째 방법으로 적용한 

focal point 법은 실험 데이터 값들의 각 등-응력 직선들이 45o 선위에 잘 

일치하지 않음을 보 으므로 각 등-응력선의 평균 기울기 값을 취하여 

구하 다. 구한 결과 A=-0.089로 다소 낮은 값이 얻어졌다. 둘째 방법으로 

사용한 시행 착오법은 예상되는 일정한 적절한 범위의 A값을 미리 결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A=-0.15∼0.15 까지 그 값을 폭넓게 

변화시키면서 회기분석을 수행하 다. 즉 예상되는 여러 A 값을 식(3)에 

대입하여 얻어지는 logσ와 G 함수와의 관계에서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 

다항식을 얻었다. 이 다항식이 실험결과와 어느 정도 정확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기분석을 통하여 A 값을 최종 결정하 다.

   회기분석을 위한 통계적인 수치로는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
2)를 사용 하 다. 결정계수를 구하는 식은 

TSS
RSSR =2

                                             (4)         

                

이 되며, 여기서 TSS(total sum of square)는 통계에서 변동을 구할 때 

편차들을 제곱한 후 모든 관측 값을 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총제곱합을 

나타내며, RSS(regression sum of squares)는 회귀 제곱합을 나타낸다. 

TSS를 구하는 식은   

  
222 )ˆ()ˆ()( YYYYYY iiii −+−=− ∑∑∑                               (5)

        (TSS)     (ESS)    (RSS)

으로 표현이 되며, ESS(error sum of squares)는 잔차제곱합을 나타낸다. 

계산에서 얻어지는 결정계수, R2의 값으로부터 회귀식이 자료를 잘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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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판단 여부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그 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만약 결정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회귀식이 실험 결과를 잘 

반 하는 의미를 주며 0에 가까운 경우에는 반대로 추정된 회귀식이 실험 

결과를 잘 반 하지 못하는 의미를 준다.  

(다) P 및 G 함수의 결정

   P 함수는 기존의 시간-온도 파라미터 법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형태인 다음 식으로부터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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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1과 R2는 재료상수이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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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리고 각 등-응력선에서 t1 과 t2를 선택 하여 식(7)에 대입하면 

G(logσ)의 값은 같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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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된다. 식(8)을 R1과 R2에 따라 정리하면 식(9)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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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12211 )(log)(log TTtTTtTTAM mm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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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식(9)의 M 및 N 값은 식(10)과 식 (11)로 구해진다. Tm(K)은 

절대온도로서 실험 데이터의 중간온도 값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550∼800oC의 실험 데이터에 대하여 중간온도인 650oC를 취하 다.

   Fig. 3-1-18은 식(9)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선형 피팅(fitting)한 것으로 

선형 결과로부터 R1과 R2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식(9)의 1차식에서 R1은 

절편 값이 되고, R2는 직선의 기울기 값이 되므로  R2 = -56715의 값이 되며 

R1 = 0.0352의 값이 얻어진다.  

   Fig. 3-1-19는 식(6) 에서 높은 결정계수 값을 보 던 A=-0.05의 

대표적인 경우에 대하여 얻어진 R1, R2값을 이용하여 온도별에 따른 P함수의 

변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G함수는 식(3)으로 구해지며, 본 

연구에서는 2,000 시간 이내의 단시간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A 값과 P 

함수를 구하여 G 함수를 계산하 다. 좋은 결정계수 값을 보 던 A=-0.05일 

경우를 대표적으로 선택하여 응력과 G 함수와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결과는 Fig. 3-1-20과 같다. 모든 실험 데이터를 가장 잘 반 하는 

회귀다항식은 3차 다항이 얻어졌다.

   Fig. 3-1-21은 A값에 따른 회귀식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A=-0.15∼ 0.15까지 그 값을 폭넓게 변화시키면서 얻은 결정계수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16LN강의 경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A=-0.02∼-0.05 범위의 값에서 비교적 높은 결정계수의 값을 보 으므로 본 

범위의 값이 최적의 상수 값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3-1-21의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결정계수 값을 보 던 A=-0.02∼-0.07 범위의 값을 

선정하고 모든 온도별에 따른 크리프 수명예측 결과를 얻었으며 실험 

데이터와 각각 비교하 다. 

(라) A값에 따른 온도별 수명 예측

   Figs. 3-1-22∼3-1-27은 550
oC, 600oC, 650oC, 700oC, 750oC, 800oC의 전 

온도에 대하여 A=-0.02∼-0.07로 변화 시키면서 크리프 수명 예측 결과를 

시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결정계수 값이 높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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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2∼0.05에서의 결과는 시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는 좋은 예측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결정계수 값이 약간 낮았던 A==-0.07일 경우에는 

Fig. 3-1-26 및 3-1-27의 750oC 및 800oC 의 고온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명예측 곡선은 A=-0.02∼-0.05 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실험값과 

다소 잘 일치하지 않는 다른 곡선으로 예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316LN강의 최소 구속법의 적용 시 A의 최적값은 -0.02∼-0.05범위 값이 

됨을 알 수 있다. 

   Fig. 3-1-28는 대표적으로 A=-0.05일 경우에 대하여 모든 온도별로 

수명예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별 크리프 수명예측 곡선은 시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고 있다. 본 결과는 2,000시간 이하의 비교적 단시간 

크리프 파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106시간까지 장시간 크리프 파단수명을 

예측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처럼 최소구속법에서의 중요한 재료상수인 

A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focal point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낮은 결정계수 

값이 얻어짐에 따라서 좋은 수명예측을 할 수 없음을 보 다. 이러한 이유는 

파단시간 관계의 실험 데이터를 나타내는 각 등-응력 직선들이 45o 선위에 

잘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산에 번거러움이 있을 지라도 시행 

착오법으로 A의 최적 값을 찾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소구속법의 방정식에 사용되는 A 값과 P 및 G 함수들이 실험 데이터에 

의한 회기법으로 적절히 구하면 크리프 파단수명을 잘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최소구속법은 상수 및 각 함수들이 실험 데이터를 잘 반 하는 회귀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간-온도 파라미터 방법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수명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최소구속법을 316LN 강에 적용한 결과 전 온도 구간에서 크리프 

수명예측 곡선은 시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는 좋은 결과를 보 으며, 

2,000시간 이하의 단시간 데이터로부터 장시간 수명을 잘 예측할 수 

있으므로 316LN 강의 크리프 수명예측에 최소구속법을 활용할 수 있다. 

최소구속법에서의 재료상수인 A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focal point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낮은 결정계수 값이 얻어지므로 계산에 번거러움이 있지만 

시행 착오법으로 최적 값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316LN강을 최소구속법에 적용시 A 의 최적값은 결정계수 값이 높았던 

-0.02∼-0.05 범위의 값이며 이 범위의 값에서는 큰 차이 없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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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예측을 하 다. 그러나 결정계수 값이 다소 낮았던 A=-0.07 일 경우에는 

750oC 및 800oC의 고온으로 되면 시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지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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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Shape of 316NG specimen crept 

at long duration of 25,193hrs
     

Fig. 3-1-6. Long-term creep curve obtained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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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Result of creep strain rate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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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Creep cavities observed from the longitudinal direction for 

type 31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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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9 Precipitates generated in grain boundary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a) x100                             (b)  x200 

                                      (c) x1000

Fig. 3-1-10 SEM morphology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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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Creep strain-time curve of type 316LN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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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Variation of creep strain rate of type 

316LN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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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uter side                              (b) Inner side

Fig. 3-1-13 OM micrography of creep specimens crept in type 316LN 

weld

Fig. 3-1-14 Precipitates generated in grain 

boundary of type 316LN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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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35

(b) x350

Fig. 3-1-15 SEM fractograpy of type 316LN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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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Plot of applied stress and time to ruptu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and experimental data 

of KAERI for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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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Plot to determine A  from focal point of such 

lines along the 45o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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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Determination of R1 and R2 in A=-0.05

y = -69457x - 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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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determination of the P(T) function in 

A=-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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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0 Polynomial equation obtained from the best 

fitting of stress and G function in A=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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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2 Creep-life prediction with A  values at 

5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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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Creep-life prediction with A  values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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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Creep-life prediction with A  values at 

6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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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Creep-life prediction with A  values at 

700oC

1 2 3 4 5 6
0.5

1.0

1.5

2.0

2.5

3.0

T=700oC

log t (h)

lo
g 

σ 
(M

Pa
)

 
 Exp. data
 A=-0.02
 A=-0.03
 A=-0.04
 A=-0.05
 A=-0.07



- 48 -

Fig. 3-1-26 Creep-life prediction with A  values at 
7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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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Creep-life prediction with A  values at 8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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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28 Results of creep-life prediction with various 

temperatures in A=–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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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6NG강의 재료규격

   탄소와 질소의 전체 합이 비슷하여도 탄소보다는 질소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고온 기계적 특성향상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탄

소와 질소의 합이 <0.15%일때 탄소의 함량이 <0.02%, 질소의 함량이 

0.09-0.11%가 최적의 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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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150MPa급 개량 FMS강 재료규격집 발간

1. FMS강의 인장 및 피로 특성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보다 응력부식 저항성이 우수하고 높은 강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증식로,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되고 있다. 

9Cr-1Mo강은 공냉시에 직경 200 mm 정도크기가 경화될 수 있는 완전 마르

텐사이트강이다. 특정 조성 역과 노르말라이징 온도가 높을 때는 델타페라

이트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용강은 완전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가

지는 강이다. 1050∼1100℃에서 노르말라이징 후 마르텐사이트의 경도는 탄

소보다는 탄소와 질소의 합과 관계된다. 노르말라이징 후 템퍼링을 수행하는

데 보통 Ac1 온도 이하에서 열처리를 하고 최대 Ac1온도는 750∼780℃ 정도

이다. 이 Ac1온도는 니켈의 함량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통 니켈함량을 0.4%

이하가 되도록 한다. 1050∼1100℃에서 노르말라이징하고 750∼780℃에서 템

퍼링한 경우의 미세구조는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경계와 M23C6 입자가 

석출한 아결정립을 나타낸다. 이 원형의 M23C6 입자외에 작은 판상이나 막대

모양의 NbC, V4C3/VN 등이 석출하여 분산강화를 일으키게 된다. Nb, V 등

은 1125℃까지 노르말라이징할때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미세화 

시킨다[3-2-1]. 

   9Cr-1Mo강의 주요 강화기구는 고용강화, 석출강화이다. VN, NbC등은 

템퍼링동안에 석출하는데 입자의 조성과 크기가 고온에서 안정적이기 때문

에 유용하다. 석출물중 Laves상은 고온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Mod. 9Cr-1Mo강은 상용강 (T91)과 미세조직의 변화를 

통한 피로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용해한 강 (M91)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강의 화학조성을 Table 3-2-1에 나타내었다. 

   인장시험은 평행부가 25 mm, 직경이 4 mm인 봉상시편을 사용하여 

2×10-3/s의 변형속도로 변위제어로 상온∼700℃ 온도범위에서 공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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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하 다. 피로시험은 평행부가 8 mm, 직경이 7 mm인 봉상시편으로 상온

과 600℃에서 strain 제어로 시험을 수행하 다. 변형속도는 2×10-3/s이고 완

전대칭 삼각파를 사용하여 공기중에서 시험하 다.

나. 실험결과

 (1) 316NG강과 Mod. 9Cr-1Mo강의 특성 비교

   316NG강과 T91강의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장시험과 피로시

험을 수행하 다. 

 (가) 인장특성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측정하여 Fig. 3-2-1에 나타내었다. T91의 항복강도

는 316NG보다 상당히 높지만 500℃이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316NG는 온도의 증가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T91의 최대인장강도는 

316NG보다 약간 높지만 600℃이상에서는 오히려 316NG강이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T91의 연신율은 316NG보다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응력-변형곡선을 Fig. 3-2-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T91강은 경화

후 연화가 발생하다가 파단이 발생하지만 316NG강은 계속 경화가 발생하다

가 파단이 발생하 다. 동적변형시효는 316NG강이 T91강보다 활발히 발생

하 다.

 (나) 응력완화특성

  응력완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장시험 중에 0.625 mm, 2.125 mm, 

2.625 mm에서 멈춘 후 10분간 유지하여 그때의 응력변화를 Fig. 3-2-3에 나

타내었다. 응력완화는 T91강이 316NG강보다 많이 발생하 다.

 (다) 피로특성

  316NG와 T91의 피로수명과 피로강도의 변화를 Fig. 3-2-4과 3-2-5에 나

타내었다. Mod. 9Cr-1Mo 강은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연화현상이 발생하

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마르텐사이트 변태동안 도입된 전위의 소멸, lath구조

가 cell 이나 subgrain으로 변화, 석출물의 조대화에 의한 강도감소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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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6NG강의 초기경화는 동적변형시효에 의해서 발생

한다.

 (2) 열처리의 향

   Mod. 9Cr-1Mo강의 미세조직은 열처리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M91을 이용하여 열처리 변화에 의한 피로특성을 평가하여 Fig. 3-2-6와 

3-2-7에 나타내었다. 열처리조건은 1단 열처리는 노르말라이징 후 템퍼링을 

수행하 다. 2단 열처리는 노르말라이징 후 템퍼링을 700℃∼750℃에서 2번 

시행하 다. 각 열처리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하면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피로수명은 열처리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2단 열

처리의 경우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들 재료를 각 온도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피로수명을 측정한 결과를 Fig. 3-2-8에 각 온도에서 

변형범위 1%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한 경우의 피로강도 변화를 나타내면 Fig. 

3-2-9과 같다. 열처리와 관계없이 온도가 증가하면 피로강도는 감소하고 사

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연화가 발생한다. 연화가 발생하는 정도는 온도가 증

가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피로강도는 열처리에 의해서 증가하

고 사이클에 따른 피로강도 변화는 열처리 상태와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시효의 향

   노르말라이징과 템퍼링후의 열적시효는 불순물과 첨가원소의 추가적인 

석출과 경계면에 편석을 일으켜서 인성, 균열감수성, 고온변형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된다. 템퍼링 후 400∼700℃ 범위에서 시효를 시키거나 550℃

700℃에서 크리프 파단시험을 한 경우 석출하는 상의 종류를 Table 3-2-2에 

나타내었다. 

   V, Nb, Mo, W 등을 포함하는 9∼12%Cr의 경우 가장 중요하고 안정된 

탄화물은 M23C6이지만 소량의 다른 탄화물, 질화물, 탄질화물 등이 석출한다. 

시효동안에는 이들 상들은 강의 조성, 온도, 시간, 가해진 하중 등에 따라서 

석출과 구상화가 진행된다. M2X 석출물은 장시간 고온시효에 의해서 MX, 

Z, Laves상으로 점차 대채된다. Laves (Fe2Mo, Fe2W, Fe2(Mo, W))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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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50℃온도범위에서 형성되는 중요한 석출물인데 석출량은 Mo와 W함

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다. Laves상이 형성되는 시간-온도-석출 곡선을 

Fig. 3-2-10에 나타내었다. 

   Laves상이 가장 빨리 석출하는 온도는 9Cr-1Mo의 경우 550∼600℃정도

이다. Laves상은 마르텐사이트 lath내의 acicular Cr2N에서 석출하고 prior 

오스테나이트와 lath경계에서 M23C6 석출물 주위에서 형성된다. 

9Cr-1MoVNb 강에서 M23C6과 Laves 상의 화학조성은 Table 3-2-3과 같다. 

400∼550℃사이의 온도에서 장시간 시효하면 연성을 감소시키는 α‘ (Cr-rich 

ferrite)가 석출한다. 

   템퍼링과 고온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 미세구조적 열화가 발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는 탄화물의 조대화이다. 고온 장시간 사용에 따라서 고

온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화물의 조대화가 억제되고 안정화 되어야 한

다. 조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화물과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지내 원소의 용해도이다. 용해도가 낮을수록 탄화물 조대화 저항성은 

증가한다. 탄화물의 조대화 저항성은 탄화물에 Cr, Mo, W, V, Nb, Ti 등이 

첨가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 템퍼링시 형성된 탄화물은 템퍼링된 마르텐사이트 plate 경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경계를 고정시켜 페라이트 결정립 성장을 방해한다. 이러

한 템퍼링된 마르텐사이트 plate 경계의 고정은 미세구조를 안정화시키고 크

리프 강도감소를 방지하여 사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3-2-1∼3-2-3]. 

   시효가 피로특성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용 T91강을 600℃

에서 5,000, 10,000시간 유지한 시편으로 피로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3-2-11, 3-2-12에 나타내었다. 피로시험은 변위제어로 2x10-3/s의 속도로 완

전대칭 삼각파를 사용하여 전체변형범위 1%에서 수행하 고 시험온도는 상

온, 400℃, 600℃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효에 의해서 피로수명은 약간 증가

하지만 피로강도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시험온도의 향

   각 변형범위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Fig. 3-2-13에 나타

내었다. 각 변형범위에서 피로수명 감소가 상온에서 300℃까지 감소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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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화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300℃이상에서는 피로수명이 급격히 감소

한 후 다시 감소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9Cr-1Mo강의 피로

특성은 400℃ 부근에서 미세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

변화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는 변형범위가 작을수록 크고 변형범위가 증가

하면 그 변화폭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변형범위가 낮을 경우 상온

과 300℃에서는 2단 열처리의 경우의 피로수명이 높지만 400℃이상에서는 

열처리와 관계없이 피로수명의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상온과 30

0℃에서의 열처리에 의한 피로수명의 증가는 변형범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 파면관찰

   변형범위 1%에서 상온과 600℃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한 후 파단면을 관찰

한 것을 Fig. 3-2-14, 3-2-15에 나타내었다. T91의 연신율이 낮은 관계로 오

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같이 뚜렷한 striation은 아니지만 striation이 역

시 관찰되었다. 

 (6) 전위구조 관찰

   상용강과 시효처리한 강의 경우 변형범위 1%, 600℃에서 피로시험을 수

행하여 전위구조를 관찰한 것을 Fig. 3-2-16, 3-2-17에 나타내었다. 시효를 

하지 않은 강의 경우 피로시험을 수행하기 전에는 lath내에 cell형태의 전위

가 잘 관찰되지 않지만 피로시험을 수행하면 cell이 잘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효에 의해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시효에 의해서 피로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 요약

   Mod. 9Cr-1Mo강은 316NG강보다 인강강도는 높지만 연신율은 크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Mod. 9Cr-1Mo강은 온도가 증가하면 급격히 인장

강도가 감소하 고 응력완화가 316NG강보다 많이 발생하 다. 피로수명은 

316NG강보다 감소하 고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연화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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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 9Cr-1Mo강은 온도가 증가하면 피로수명이 감소하 는데 2단 열처리에 

의해서 약간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00℃에서 5000시간, 10000시간 

시효에 의한 피로특성의 변화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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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Chemical composition of Mod. 9Cr-1Mo steels (wt%).

Element C Si Mn P S Cu Cr Ni Mo Al Nb V

T91 0.085 0.336 0.379 0.019 0.0008 0.08 9.376 0.097 0.911 0.032 0.08 0.189

M91 0.094 0.31 0.44 9.09 0.4 0.99 0.078 0.2

Table 3-2-2. Precipitation in normalized and tempered, aged high 

chromium martensitic steels.

Precipitate 

phase

Crystal structure 

and Lattice 

parameter (nm)

Typical composition Distribution of precipitates

M23C6 fcc a=1.066 
(Cr16Fe6Mo)C6

(Cr4Fe12Mo4Si2WV)C6

Coarse particles at prior 

austenite grain and martensite 

lath boundaries and fine 

intra-lath particles

MX
fcc 

a=0.444-0.447 

NbC, NbN, VN, 

(CrV)N, Nb(CN), 

(NbV)C

Undissolved particles and fine 

precipitates at martensite lath 

boundaries 

M2X
Hexagonal

a=0.478 c=0.444 
Cr2N, Mo2C, W2C

Martensite lath boundaries 

(Cr2N and Mo2C);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ies 

(Mo2C); intra-lath (Mo2C and 

W2C); δ-ferrite in duplex steels 

[Cr2(CN) and (CrMo)2(CN)]

Z-phase
Tetragonal

a=0.286 c=0.739
(CrVNb)N

Large plate-like particles in the 

matrix after creep straining at 

600℃

η-carbide
Diamond cubic

a=1.07-1.22

M6C

(Fe19Cr6Mo4Si10)C

Prior austenite grain and 

martensite lath boundaries and 

intra-lath

Vanadium 

carbide
fcc a=0.420 V4C3 Low number density in matrix

Laves

Hexagonal

a=0.4744 

c=0.7725

Fe2Mo

Fe
2
W

Fe2(MoW)

Prior austenite grain and 

martensite lath boundaries and 

intra-lath; δ-ferrite in duplex 

steels

Chi (χ) bcc a=0.892
M18C

Fe35Cr12Mo10C

Intra-martensite lath; δ-ferrite 

in duplex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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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Compositions (wt%) of the metal fractions in the M23C6 and 

laves phase precipitates in the T91 steels.

Precipitate Steel Condition Cr Fe Mo W

M23C6

T91

N & T 68 26 6 -

Aged at 600 

or 650℃
69-71 21-24 7-8 -

E911

N & T 65 27 2 6

Aged at 

600, 650 or 

700℃

67-68 16-23 4-8 6-11

Laves 

phase
E911

Aged at 

600, 650 or 

700℃

6-11 21-33 12-13 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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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Comparison of yield,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C91 

with 316NG.

0 5 10 15 2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RT
 100oC
 200oC
 300oC
 400oC
 500oC
 600oC
 700oC

316NG

 

 

St
re

ss
, M

Pa

Displacement, mm
0 2 4 6 8

0

200

400

600

800

 

 

S
tre

ss
, M

pa

Displacement, mm

 RT
 100oC
 200oC
 300oC
 400oC
 500oC
 600oC
 700oC

T91

Fig. 3-2-2. Comparison of stress-displacement curves of C91 with 316NG.



- 61 -

0.0 0.5 1.0 1.5 2.0 2.5 3.0
0

50

100

150

200

250

300

 

 

 T91
 316NG

S
tre

ss
 d

ro
p,

 M
P

a

Displacement, mm

600oC

Fig. 3-2-3. Comparison of stress relaxation of C91 with 316NG at 600℃.

1

2

3

102 103 104 105

 

 

Cycles to failure

To
ta

l s
tra

in
 ra

ng
e,

 %

 T91-RT
 T91-600oC
 316NG-RT
 316NG-600oC

Fig. 3-2-4. Comparison of fatigue life of C91 with 316NG at RT and 60

0℃.



- 62 -

100 101 102 103 104 105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T91
 316NG

Te
ns

ile
 p

ea
k 

st
re

ss
, M

Pa

Cycles to failure

∆εt=1%RT

 100 101 102 103 104
0

100

200

300

400

500
∆εt=1%

 

 

 T91
 316NG

Te
ns

ile
 p

ea
k 

st
re

ss
, M

Pa

Cycles to failure

600oC

Fig. 3-2-5. Comparison of fatigue strength of C91 with 316NG at RT and 

600℃.

0.1

1

102 103 104 105 106

 

 

Cycles to failure

To
ta

l s
tra

in
 ra

ng
e,

 %

 RT
 300oC
 400oC
 500oC
 600oC

T91

0.1

1

102 103 104 105 106

 

 

Cycles to failure

To
ta

l s
tra

in
 ra

ng
e,

 %

 RT
 300oC
 400oC
 500oC
 600oC

M91-1 step heat treatment

0.1

1

102 103 104 105

 

 

Cycles to failure

To
ta

l s
tra

in
 ra

ng
e,

 %

 RT
 300oC
 400oC
 500oC
 600oC

M91-2 step heat treatment

Fig. 3-2-6. Fatigue life with temperature for Mod. 9Cr-1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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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Stress-cycle curves with temperature for Mod. 9Cr-1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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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Stress-cycles curves with heat treatment for Mod. 9Cr-1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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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TTP diagrams for the Laves phase in the Mod. 9Cr-1Mo 

steels. NbC and M23C6 were present in the structures befo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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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Fatigue life with aging at 600℃ for T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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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Stress-cycle curves for aged T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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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2-14. Fracture surface after LCF at RT and 1% for (a) T91, (b) 

M91-1 step heat treatment and (c) M91-2 step heat treatment.



- 70 -

 

(a)

 

(b)

 

(c)

Fig. 3-2-15. Fracture surface after LCF at 600℃ and 1% for (a) T91, (b) 

M91-1 step heat treatment and (c) M91-2 step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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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16. TEM microstructure of (a)as-received and (b)aged at 600℃ 

and 10000 hr for T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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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2-17. TEM microstructure after fatigue tested at 600℃ and 1% for 

(a) as-received, (b) aged at 600℃, 5000 hr and (c) aged at 600℃, 10000 

hr for T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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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S강의 크리프 특성

가. 텅스텐 첨가에 따른 크리프 파단강도 향상

   질소함량이 0.08wt%인 N08강에 텅스텐을 첨가한 N08-2W 및 N08-3W강

의 600oC에서의 크리프 특성을 아래 Fig. 3-2-18에 나타내었다. 단시간 크리

프 시험에서 나타난 텅스텐 첨가 효과가 장시간 크리프 시험에서도 유지되

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1만 시간 이상의 크리프 파단 시간이 얻어지는 응

력 조건에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 다. 크리프 시험 시편은 1050
oC에서 1시간 

노말라이징한 후 750oC에서 2시간 템퍼링하 다. N08강에 텅스텐을 첨가함

으로 크리프 파단 강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180MPa의 

응력을 가하며 크리프 시험하고 있는 N08-2W강은 현재 11,439시간 경과한 

상태이며, 170MPa의 응력을 가하며 크리프 시험하고 있는 N08-3W강은 현

재 16,539시간 경과한 상태이다. 

나. 150MPa급 FMS강과 T92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 비교

   현재 상용 생산되고 있는 FMS강 중에서 최대 크리프 파단강도를 나타내

는 T92강에 대한 크리프 데이터를 일본으로부터 수집하여 150MPa급 FMS

강과 비교하여 아래 Fig. 3-2-19에 나타내었다. T92강은 600oC, 10만시간 크

리프 파단강도가 140MPa급인 재료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한 T92

강의 크리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리프 파단 강도는 이보다 낮은 약 

120MPa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발된 FMS강 중에서 최대 강도를 

갖는 재료는 SAVE12와 NF12로 이 재료의 600
oC, 10만시간 크리프 파단강

도는 약 180MPa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FMS강

의 크리프 강도가 거의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본 

재료에 대해 실험실 규모에서의 연구를 벗어나, pilot 규모의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 150MPa급 FMS강의 재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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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MS강의 화학성분

  600oC, 10만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150MPa인 FMS강의 화학 성

분은 아래 Table 3-2-4와 같다. 미세한 Cr2X 질화물을 통상의 열처리 조건

에서도 안정하게 형성시킴으로서 크리프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소함량은 

0.08 wt.%로 하 다. 또한 매우 안정한 석출물인 VX 석출물에 의한 석출강

화를 위하여 V을 0.2 wt% 첨가하 다. 노말라이징 처리 시에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성장하는데 이 결정립이 너무 크게 성장하면 파괴인성이 저하되므

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말라이징 처리시에도 분해되지 않고 존재하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장을 제어하는 Nb 석출물의 크기와 분포가 매우 중

요하다. 이 석출물 또한 크리프 변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적의 Nb 석출물을 얻기 위해 Nb을 0.2 wt% 첨가하 다. 그리고 고용강화 

원소로 알려진 Mo을 약 0.5 wt% 첨가하 으며, 동일한 고용강화 원소로서

의 역할을 하면서 일부 석출물에 치환되어 석출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W을 2.0 wt% 첨가하 다. 

Tabel 3-2-4 150MPa급 고Cr강의 최적 화학조성

N   C Si Mn Ni Cr Mo V Nb W

N08-2W 0.08 0.15 0.10 0.45 0.45 10.01 0.5 0.20 0.21 2.0 

나. FMS강의 최적 열처리 조건

   FMS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한 석출물

을 형성시키는 특수 열처리 방법을 개발하여 국내 특허를 획득하 으며, 일

본, 유럽 등 국외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150MPa급 FMS강에 대한 최적 

열처리 조건은 1050oC에서 1시간 노말라이징한 후에 공기중에서 냉각하고, 

이 재료를 700oC에서 3시간 템퍼링한 후에 760oC에서 1시간 열처리하는 조

건으로 선정하 다. 즉 위 표에 나타나 있는 화학성분의 재료를 이와 같은 

열처리 조건으로 처리하면 600oC, 10만 시간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150MPa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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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Increase of creep rupture strength by addition of W

 Fig. 3-2-19  Creep rupture strength of T92 and N08-2W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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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316NG강 및 FMS강의 조사거동 평가

1. 316NG강의 조사거동

 

가. HANARO 조사시험 현황 

   중장기 1단계에서 수행한 1차 시험은 00M-01U 캡슐에 당실에서 원자력

급으로 개발한 노내구조물 재료인 316NG, 304NG 스테인리스강 시편을 각 

10개씩 총20개를 장입하여 320oC에서 조사선량 약 8.7x1019 n/cm2 으로 조사

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2단계 1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 시험으로 00M-03K 

캡슐에 원전 노내 구조물 보관재인 304YG( 광5/6호기), 304UC(울진(5/6호

기), 상용재 321SS, 포철시제품 304NG 및 316DK(대경회사에서 후처리), 당 

실에서 개발한 소재 316NG/304NG와 Cr-Mo(HT-9강) 강의 원자력급 7종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총 100개 시편을 제작하여 하나로 IR2 시험공에 

24MW의 출력으로 11일 동안 320oC에서 약 10x1019 n/cm2 조사조건으로 조

사시험을 수행하여 조사특성 자료를 얻었다. 3차 조사시험은 02M-05U 캡슐

에 장입할 시편을 제작하여 100개의 조사시험을 완료하 다. 02M-05U 계장

캡슐의 조사시험은 2003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14일간 24MW 출

력의 하나로 CT 시험공에서 조사시험이 1차 수행되었으며 (약 336MWD),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15일간 24MW 출력의 하나로 CT 시

험공에서 조사시험이 2차 수행되었다. (총 696MWD) 3차 (02M-05U캡슐) 조

사한 100개의 인장 조사시편은 IMEF 핫셀내에서 상온에서부터 700
oC까지 

인장시험을 모두 완료하 다. 

   본 연구 3단계에서 수행한 4차 조사시험은 316NG, 304UC 및 Cr-Mo강의 

4종에 대하여 수행된 것이며 04M-17U 캡슐에서 실시되었다. Table 3-3-1에 

4차까지 진행되어온 조사 시편의 전체 상세 현황을 나타내었다. 

나. 04M-17U 계장갭슐의 조사시험 결과  

   04M-17U 캡슐 내에는 ODS steel 및 SM 490 steel, STS 304, 430, Zr, 

Zircaloy-4, SKH-51, Ti, Ni, Al, Cu 재질로 이루어진 인장, Charpy, TEM, 

SP 등 다양한 규격의 총 627개 시편들이 장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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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M-17U 캡슐은 앞서 수행된 캡슐 기본설계, 주요부 설계, 건전성 및 안

전성 해석 단계를 거쳐 최종 캡슐 상세설계 도면이 완성된 후 이에 준하여 

제작되었다. 캡슐의 기본구조는 다공구조의 재료조사시험용 표준형 계장 

캡슐에 근거하여 설계되었으며, 04M-17U 캡슐의 최종 완성된 모습은 Fig. 

3-3-1과 같다. Fig. 3-3-2는 04M-17U 캡슐의 설계를 위해 적용한 캡슐내 

시편의 gamma heating rate 변화값을 나타낸 그림으로 04M-17U 캡슐 

시편은 2.5∼6.3 W/gm 범위의 gamma heating 값을 가짐을 보여준다. 한편 

시편의 재질 및 형태의 차이로 인한 향은 핵특성 계산 및 캡슐 제작 

등에서 포함되는 오차 범위 내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04M-17U 

캡슐 시편의 위치별 고속중성자 조사량(E>0.1, 1.0) 결과는 Fig. 3-3-3과 같

다.  

   04M-17U 캡슐의 4차 조사시험은 Table 3-3-2에 보인 것처럼 여러 이용

자들의 시편이 함께 장입되었으며, 당실의 시편인 316NG 및 304UC 강은 4

단에 각 10개씩 총 20개의 인장시편이 장입되었다. 

04M-17U 캡슐의 조사시험은 Fig. 3-3-4에 보인 것처럼 하나로 노심 CT 조

사공에 장전하여 1차로 2005년 4월 21일부터(38 주기) 하나로 출력 30MW에

서 약 23일간 1차 조사시험을 실시되었다. 그리고 하나로의 정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장기간 가동 정지됨에 따라 장기간 지연되었던 2차 조사시험이 

2006년 1월 4일부터 시작된 40주기에 23일간 수행되어 총 46일간의 조사시

험이 완료되었다. 1,2차 조사시험을 통해 시편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이 최대 

6.0x1020n/cm2 (E>1.0 MeV)에 도달되었다. 

   중성자 조사시험 결과는 Table 3-3-3과 같으며, 320oC에서 조사량은 4.

4∼5.6x10
20n/cm2 (E>1MeV) 이었다. 조사된 갭슐은 2006년 6월 말에 IMEF 

핫셀에 옮겨져 IMEF의 시험일정에 맞추어서 인장시험이 수행될 예정이었으

나 하나로시설의 일시 가동 정지로 인하여 2007년 3월경에야 인장시험이 수

행되어 인장 결과를 얻었다.     

  

다. 316NG강의 조사 전․후 인장특성 결과 

  

(1) 시편 준비 및 인장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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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내 중성자 조사를 위한 본 4차 시편은 하나로에 장입할 갭슐의 크기와 

시편의 size effect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로 설계, 제작한 1차, 2차, 3차 시험

에 사용된 표준시편을 그대로 사용하 다. 본 시편은 ASTM E8M standard 

[3-3-1]인장시편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Fig. 3-3-5와 같은 치수로 인장 

시험시 죠(jaw)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핀(pin) 타입으로서 게이지 길이

가 1 인치이고, 게이지 길이의 평행부 바깥쪽은 게이지 중심부 보다 0.004 

mm 크게 테이퍼를 주어 파단시 게이지 중심에서 파단이 되도록 설계된 것

이다. 04M-17U 캡슐에서 조사된 시편은 316NG 및 304UC의 2종으로 각 10

개의 시편이 준비 되었으며, 시편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3-3-4에 나타내었

다.  

   인장시험은 조사재시험시설(IMEF)의 핫셀내에 설치된 Instron 8561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원격제어장치로 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 온도는 

RT, 200oC, 300oC, 400oC, 500oC, 600oC, 700oC로 하 으며, 변형속도는 

2x10-3/sec 이었다. 핫셀내 설치된 Instron 8561의 고온 3-zone 전기로와 고

온용 치구들은 00M-01U 캡슐의 1차 시험에서 사용되어온 장치들을 그대로 

이용하 다. Fig. 3-3-6에 핫셀 내의 고온 인장시험기의 장치 사진을 보인다.  

(2) 조사 전․후 인장특성 결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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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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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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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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기술한 것처럼 304NG 강에 대하여 

조사전의 비 조사재 시편을 사용하여 본 시험과 같은 온도인 R.T.∼700oC에

서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고,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얻는 이론적인 연

신율 값과 실제 파단된 시편에서 측정된 실험 연신율 값을 비교한 결과, 보

정상수 R은 평균 0.8997로써 약 0.90로 나타났으며, 온도별로는 R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인장시험에서 얻은 탄성 기울기를 온도별로 확인한 결과 그 기울기는 미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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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력-변형률 고온 인장 곡선   

   IMEF 핫셀 고온 인장시험 장치 Instron 8561을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된 

304UC 및 316NG의 2종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인장시험은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시편의 파단 위치는 모두 게이지 길이의 중앙부에 전부 파

단이 이루어졌다. 조사시편에 대하여 얻어진 응력-변형률 고온 인장 그래프 

결과들을 Fig.  3-3-7 및  3-3-8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인장시험에서 얻

은 2종 스테인리스강의 조사재 인장 특성 값은 Table  3-3-5 및  3-3-6에 

자세히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총 연신율 값은 보정상수를 적용하지 않

은 값으로 기계에서 측정된 원래 값을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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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전․후의 인장특성 변화  

   Fig. 3-3-9∼3-3-14는 0.2% 오프셋 항복응력(yield stress, YS), 최대인장

강도(ultimate tensile stress, UTS), 항복비(yield ratio, σ y/σ u), 연신율

(elongation)의 조사재 결과를 비조사재와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편의 결과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사재의 항복강도 및 최

대인장강도 값은 온도별로 비조사재 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연신율은 반대

로 낮은 값을 보인다. 조사재의 온도별 인장강도의 변화 경향은 비조사재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신율의 경향도 조사재는 비조사

재와 온도별로 비슷한 변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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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oC가 되면 거의 동일

한 값으로 회복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 3-3-13 및 

3-3-14에 나타낸 항복비의 결과로 부터 잘 확인할 수 있다. 고온에서의 조사

재와 비조재의 강도 값이 거의 동일한 값으로 수렴이 되는 것은 열 활성화

에 따른 조사결함의 회복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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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3-3-4]. 결국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중

성자 조사된 시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조사경화(irradiation hardening)

와 연성이 약화되는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현상이 발생됨을 확

인할 수가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경화나 연성의 저하는 원자로 재료로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조사경화는 주로 조사시에 발생하는 

블랙 스포트, 전위루프, 전위망, 보이드 등과 같은 결함 집합체가 전위의 이

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5∼3-3-7] 

라. 조사재의 가공경화 거동 특성

 

   조사재의 가공경화 거동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재의 재료거동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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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하다. 조사재의 가공경화지수(strain hardening exponent), n 값을 각 

온도별로 구하기 위해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을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으로 

바꾼 후 logσ-logε 그래프로 나타내고, Hollomon의 식[3-3-8] 

   σ=K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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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수좌표로 나타내면 재료의 소성변형 역에서의 조사에 의한 재료거동

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가공경화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

   가공경화 지수, n 값은 Hollomon 식으로부터 완전 소성 역에서의 선형 

기울기를 구하여 사용하는데, 천이 역이 끝나는 지점을 정확히 하는 것 즉 

완전소성 역이 시작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n 값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Table 3-3-7은 316NG 및 304UC 강의 조사 전․후의 상온에서부터 700
oC까

지의 가공경화지수의 비교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3-3-15 및 3-3-16은 316NG 및 304UC 강의 조사 전․후의 가공경

화 거동을 온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

재는 비조사재에 비해 가공경화지수 값이 낮은 값을 보임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재에서 낮은 n값을 갖는 이유는 조사결함에 의한 전위의 이

동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전위 도의 증가로 인하여 슬립면에서의 장애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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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l이 줄어들은 강도 증가 때문에, 소성변형 시 변형 증분율에 대한 강도증

분율의 비( n=d(log σ)/d(log ε))가 비조사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

다. 즉 가공경화지수 값이 높다는 것은 응력-변형률의 기울기 데이터가 클수

록 재료가 변형됨에 따라서 강도 및 경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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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1  History of tensile specimens in neutron irradiation test   

시편명
시편 

이력

캡슐명 및 수량 조사조건 ( n/cm2, >1 MeV)

1차
00M-01U

2차
00M-03K

3차
02M-05U

4차
04M-17U

1차 2차 3차 4차

온도 조사량 온도 조사량 온도 조사량 온도 조사량

316NG(6P16)
KAERI 
제조 10ea 10ea 10ea 10ea 320oC 8.70E19 320oC

8.0-8.5
E19 320oC 2.6E20 320oC 4.4-5.6x

E20

304NG(4N21) 포철
시제품 10ea 10ea 10ea 320oC 8.83E19 320oC

8.0-8.5E
19 320oC 2.1E20

304YG(4Y51) 광
archive - 10ea 10ea - - 300oC 10E19 320oC 2.6E20

304UC(4U53) 울진
archive _ 10ea 10ea 10ea - - 300oC 10E19 320oC 2.6E20 320oC 4.4-5.6x

E20

321(2C11) 일본상용 _ 20ea 10ea - - 320oC
8.0-8.5

E19 320oC 2.1E20

316DK(6C15)
대경
시제품

_ 20ea 10ea - - 320oC
8.0-8.5

E19 320oC 2.6E20

Cr-Mo(HT9M) KAERI 
제조

_ 10ea 10ea - - 320oC 5.3E19 320oC 2.9E20

Cr-Mo(MN8) KAERI 
제조

_ 10ea 10ea - - 320oC 5.3E19 320oC 2.9E20

Cr-Mo(MW) KAERI 
제조 - - 10ea - - - - 320oC 2.9E20

Cr-Mo(T9) KAERI 
제조 - - 10ea - - - - 320oC 2.9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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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Specimens loaded in 04M-17U capsule

단 명칭 기관 시편 규격 개수 재료 비고
(시편부, Mark)

1
A5
∼
A12

선문대
(한기대)  Charpy (5x5x55) 1x8=8  SM 490 steel

Square Bar 4개 
(10x10x114)

Mark: 밑면 44, 55

2

A1∼4 선문대  TEM (Φ3x0.1) 29+23+16+39
=107  Al, Cu, SA508 Square Bar 4개 

(10x10x114)
Case는 STS 430

Mark:
 A1∼4: 3,7,4,6 
 D1∼6: 1,9,5,10,2,8
   5,10은 바닥 표시 
   T:1,2,4=1.5, 3=.94
   L:1=8, 2,3,4=10  

D1∼4
단국대

 Plate (4xTxL) 1x4=4  Ti, Ni, BN, 
 SKH-51

D2,3  TEM (Φ3x0.1) 18+10=28  STS430, STS304

S1∼4 Spacer  Spuare Bar
  (10x10x14) 1x4=4  STS 304

3

LJ KAERI
  (1)

 Hardness
   (1.23x10x16.5)
 소형인장
   (5x10x26.5)
 TEM (Φ3x0.1)
   (5x10x10)

1x4=4

1x12=12

3x3=9

 T92, 
 Incoloy 800H

Square Bar 4개
(10x15x114)

C,L,J case는 SA508
H case는 STS304 

Mark:
 C1∼4:S1,S4,P1,P2
   S1:한모서리 절단
   S4:두모서리 절단  
   P1:11, P2:12
 C5: B1
 C6: 측면 5,6,7,8
 K1∼4:K1∼4
 K5:KT
 H1: 측면 1,2,3,4
 H2: 측면 4,6,7,8,9
 R5-8:N01-16
 R9: 측면/상부 1,2,3,4

C1∼4
KAERI
  (2)

 SANS, PA
  (10x10x1) 9x4=36

 Fe-Cu
  (0.05/0.45/0.1/1)C5  Hardness, BN 

  (10x2.5x1) 6x4=24

C6  TEM (Φ3x0.1) 5x4=20
K1∼4

KAIST 
 SP (Φ3x0.25) 24x4=96

 ODS steel
 ((14,16,19)Cr+4Al)K5  소형인장 

  (16x4x0.25) 23

H1,2 한양대  TEM (Φ3x0.1) 1x9=9

 Pure Zr, Zry-4,
   Zr-2.5Nb 
 1,2,3: (intact)
 4,5,6: (2μm, 450℃)
 7,8,9: (2μm, 700℃)

R5∼8 KAERI 
  (3)

 1/2Charpy
  (5x5x27.5) 4x4=16

 10Cr-1Mo
R9  TEM (Φ3x0.1) 5x4=20

S5∼8 Spacer  Spuare Bar
  (10x10xL) 1x4=4  STS 304

4

R1∼4 KAERI
  (4)

 인장 (1x15x76) 10x4=40  10Cr-1Mo, 
 STS316L Square Bar 4개

(10x15x114)
Mark:
 R1,3:4U,6P(측면S)
 R2:FT91-5
 R4:FN01 (양편)
 R9-12:T01-16 

4x4=16  10Cr-1MoR9∼12  1/2Charpy
  (5x5x27.5)

S9∼12 Spacer  Square Bar
  (10x10xL) 1x4=4  STS304

5

L1,
L10

KAERI
  (5)

 1/2 PCVN
  (5x5x27.5) 4x14=56  RPV, 모델합금 Square Bar 

2개
(10x15x114)

Square Bar 
2개

(10x10x114)
L9,
L11

소형인장
    (0.5x5x27.5)
SP (0.5x10x10)
Hardness
   (0.5/1x10x10)
TEM (Φ3x0.1)

4x3=12

4x =47
4x1=4

4x5=20

 RPV, 모델합금

합 계  627개 시편
  (선문/단국/한양/KAIST/K(R/L/C/LJ)/S = 115/32/9/119/340(96/25/80/139)/12) 

        1 : all dimension i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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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Irradiation test results in 04M-17U capsule 

단 이용자
예상 조사온도

(oC)
예상 조사량, x1020 (n/cm2)

E > 0.1 MeV E > 1.0 MeV

1 선문대 300 6.0∼11 2.7∼5.8

2 단국대, 선문대 290 10.4∼12.5 5.0∼6.0

3
한양대, KAIST, 

KAERI(1,2,3)
300 11.4∼12.5 5.7∼6.0

4 KAERI(4) 320 9.1∼11.9 4.4∼5.6

5 KAERI(5) 300 5.3∼9.3 2.4∼4.3

Table 3-3-4 Chemical composition of stainless steels(wt.%)

Specimen C Si Mn P S Cr Ni N Co Mo Ti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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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5 Summary of tensile properties of irradiated 316NG steel 

Sp.

ID

Test 최대하중 항복강도 인장강도 파단하중 파단강도 일정변형률 총변형률 Modulus
Temp. (Pmax) (sy) (sult) (Pf) (Sf) (eu) (emax) (E)

[oC] [KN] [MPa] [MPa] [KN] [MPa] [%] [%] [GPa]

P-11 25 2.448 398.3 672.4 1.894 511.9 37.8 50.1 32.60 

P-12 200 1.958 264.6 527.0 1.447 391.0 36.4 43.1 29.45

P-13 300 1.817 216.9 491.2 1.370 370.4 38.4 42.1 28.32

P-14 400 1.762 184.2 476.2 1.141 308.5 38.2 41.6 26.82

P-15 500 1.670 173.4 451.3 1.198 323.9 34.5 38.8 24.16

P-16 600 1.521 167.0 411.1 1.099 297.0 32.5 42.4 21.32

P-17 700 1.121 139.2 302.9 0.781 210.9 27.3 39.5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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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6 Summary of tensile properties of irradiated 304UC steel

Sp. 

ID

Test 최대하중 항복강도 인장강도 파단하중 파단강도 일정변형률 총변형률 Modulus
Temp. (Pmax) (sy) (sult) (Pf) (Sf) (eu) (emax) (E)

[oC] [KN] [MPa] [MPa] [KN] [MPa] [%] [%] [GPa]

U-21 25 2.682 421.8 724.9 2.098 567.1 62.3 66.6 36.21 

U-22 200 1.944 293.1 525.3 1.201 324.5 30.4 36.5 31.41 

U-23 300 1.819 258.9 491.6 1.008 272.4 28.2 32.8 25.99 

U-24 400 1.784 249.1 482.1 0.851 230.1 27.9 33.8 23.62 

U-25 500 1.650 228.7 445.9 0.974 263.3 29.5 33.7 25.82 

U-26 600 1.376 163.7 372.0 0.829 224.1 30.4 36.0 19.43 

U-27 700 0.940 130.6 253.9 0.335 90.4 20.5 28.3 16.03 

 Table 3-3-7 Values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with 

temperatures for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and 316NG  

Temp.
(oC)

304UC 316NG

Unirr. Irr. Unirr. Irr.

RT 0.660 0.509 0.393 0.423

200 0.493 0.396 0.445 0.485

300 0.501 0.418 0.492 0.527

400 0.522 0.405 0.507 0.527

500 0.513 0.393 0.51 0.520

600 0.448 0.401 0.478 0.468

700 0.354 0.299 0.384 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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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Assembled shape of the 04M-17U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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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2  Gamma heating rate with distance in 04M-17U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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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Result of fast neutron fluence with positions in the 

04M-17U capsule (E>0.1, 1.0)

Fast neutron fluence at the specimen in capsule 04M-17U at CT for 30MW-46da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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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Core structure and shape of irradiation test in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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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Photo showing experimental set-up in 

IMEF hot cell

        

Fig. 3-3-5 Tension test specimen of 1 inch gag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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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1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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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Tensile curves with temperatures of irradiated 304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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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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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Yield stress ratio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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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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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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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Yield stress ratio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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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Elongation with temperatur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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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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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Comparis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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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S강의 조사 특성 

가. 04M-17U 중성자 조사시험 

(1) 중성자 조사시험 조건

   중성자 조사에 따른 인장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하나로를 이용하

여 4차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시험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총 

46일간 30MW출력의 하나로 CT 시험공에서 이루어 졌다. 중성자 조사시험

은 130MPa급 크리프 파단 강도의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강 최적 합금

조성으로 선정된 N08 (질소함량 0.08wt.%)강을 비롯하여 텅스텐 첨가강

(10Cr-MoW), 10Cr-Mo, 그리고 상용 Modified 9Cr-1Mo강(T91)강 에 대해 

수행하 다. 아래 Table 3-3-8에 하나로에서의 중성자 조사시험 결과를 나

타내었다. 중성자 조사량은 평균 5x1020n/cm2 이었으며, 조사 온도는 이전의 

중성자 조사시험 온도 보다 높은 약 340oC 정도 다. 각 재료에 대해 5개씩 

인장 시험 시편을 조사하 으며, 조사후 시험 시설에서 상기 재료에 대한 조

사후 시험을 수행하 다.

Table 3-3-8  4th neutron irradiation test conditions 

시편/홀더 I.D.

(노심내 위치, cm)

조사량(n/cm2) (E>1.0MeV) 조사온도(℃)

요구 계산 요구 측정(2)

R3 (MW)
(-0.6∼-8.2)

7.0x1020
 5x1020 

(2.7∼3.0x1020)
320±10 340±5

R4 (N08)

R5 (HT9M)

R6 (T91)

  

(2) 조사후 인장시험

   조사재시험시설의 핫셀 내에 설치된 Instron 8561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 온도는 상온, 200oC, 400oC, 500oC, 

600oC이었으며, 인장 변형속도는 2x10-3/sec로 하 다. 고온 인장시험은 핫셀 

내에서 원격제어장치로 하 으며, 시험 전 모의시험을 수행하여 시편의 기계

적 특성 값 및 파단 상태를 확인하 다. 각 시험 온도에서 1개의 시편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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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험을 하 다.

(3) 조사에 따른 인장특성 변화

   Fig. 3-3-17에 개량 9Cr-1Mo강의 조사에 따른 항복 및 인장 강도 변화

를 나타내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강도가 증가하는데, 인장시험 온도가 증

가하면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강도의 증가는 점차 감소하여 600oC에서는 조

사에 의한 강도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유사한 경

향을 보 으나, 인장강도 보다는 항복강도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Fig. 

3-3-18에는 연신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연신율이 크게 

감소하는데, 강도와는 달리 인장시험 온도가 증가하여 연신율은 거의 회복되

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Cr-Mo강의 강도 변화를 그림 3-3-19에, 

연신율의 변화를 그림 3-3-20에는 나타내었다. 또한 10Cr-MoW강과 

10Cr-MoN강의 조사에 따른 강도 및 연신율 변화도 그림 3-3-21에서 그림 

3-3-24에 나타내었다. 개량 9Cr-1Mo강에서와 유사한 강도 및 연신율 변화

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3-3-25에는 조사에 따른 각 재료의 강도변화율을 나

타내었다. 시험 온도가 400oC 이하인 경우에 항복강도의 증가율은 30% 이상

이었으며, 인장강도의 증가율은 대부분의 재료에서 20% 이하 다. 인장시험

온도가 500oC로 증가하면 항복 및 인장강도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600oC에서는 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조사에 따른 

연신율의 감소 정도를 보면 (그림 3-3-26), 인장 시험 온도가 증가하면 연신

율의 감소 정도가 줄어들기는 하나 강도에서와 같이 인장시험온도가 600oC

로 증가하여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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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Change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 with 

irradiation in Modified 9Cr-1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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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Change of elongation with irradiation in Modified 

9Cr-1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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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Change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 with 

irradiation in Modified 9Cr-1Mo steel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200

400

600

800

1000

S
tre

ng
th

 (M
P

a)

Test Temperature (oC)

 Irra. Y.S
 Irra. T.S
 Unirra. Y.S
 Unirra. T.S



- 103 -

Fig. 3-3-20 Change of elongation with irradiation in Modified 

9Cr-1Mo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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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Change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 with 

irradiation in 10Cr-MoW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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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Change of elongation with irradiation in 

10Cr-MoW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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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Change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 with 

irradiation in 10Cr-M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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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Change of elongation with irradiation in 

10Cr-M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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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Change of strength wit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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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Change of elongation wit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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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차 중성자 조사시험 

(1) 중성자 조사시험 조건

   4차 중성자 조사시험에 이어 중성자 조사온도에 따른 조사특성을 관찰하

기 위하여 중성자 조사온도를 370oC 이상으로 높여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시험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총 46일간 30MW출력의 하나로 CT 시험

공에서 이루어 졌다. 중성자 조사시험은 4차 조사시험한 재료와 동일한 재료

에 대해 수행하 다. 아래 Table 3-3-9에 하나로에서의 중성자 조사시험 결

과를 나타내었다. 중성자 조사량은 평균 5.3x1020n/cm2 이었으며, 조사 온도

는 이전의 중성자 조사시험 온도 보다 높은 약 400oC 정도 다. 각 재료에 

대해 5개씩 인장 시험 시편을 조사하 으며, 상용 개량 9Cr-1Mo강과 N08강

에 대해서는 1/2 PCVN 시편을 중성자 조사시켜 상기 재료의 파괴인성을 평

가하고자 하 다. 향후 조사후 시험 시설에서 상기 재료에 대한 조사후 시험

을 수행할 예정이다.

Table 3-3-9 5th neutron irradiation test conditions

시편/홀더 I.D.

(노심내 위치, cm)

조사량(n/cm2) (E>1.0MeV) 조사온도(℃)

요구 계산 요구 측정(2)

R1 (HT9M)
(-0.6∼-8.2)

7.0x1020
 5.3x1020 

(2.7∼3.0x1020)
370±10 400±5

R2 (MW)

R3 (T91)

R4 (N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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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고온 크리프 및 열피로 균열전파 자료집 발간, 평가 모델 

개발

1. 316NG강의 크리프균열전파 특성

가. 실험 및 균열길이 측정 결과

   316NG 강의 크리프 균열성장 시험은 ASTM E1457에 준하여 실시하

다.  크리프 균열성장 시편은 1/2" 두께 CT시편을 사용하 으며 초기 균열비

(a/W)를 약 0.5가 되도록 하 다. 균열의 터널링 현상을 막기 위하여 시편두

께의 20%로 측면 홈을 가공하 다. 예비균열은 상온에서 소성 붕괴하중의 

40%를 넘지 않는 하중조건으로 하여 형성시켰다. 열전대는 시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CT 시편 균열면의 아래방향으로 2∼5mm 떨어진 비균열부에 

부착하 다. 시험편에서의 하중선 변위는 시험편의 상하 치구에 각각 봉을 

연결하고, 이를 가열로 외부로 빼내어 선형 변위게이지를 통해 측정하 다. 

시험 중의 균열길이는 직류전위차법(DCPD)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크리프 균열성장 시험조건은 600oC의 온도에서 하중을 5500N∼7000N으

로 하여 총 15개의 시편에 대하여 균열성장 데이터를 얻었다. 시험조건 및 

균열길이 측정 결과를 Table 3-4-1에 나타내었으며, 예측균열길이와 측정균

열길이의 측정결과 ASTM E1457의 요구조건인 5%의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잘 보 다.  

나. C
*-파라메타의 계산 

C*는 크리프 역이 2차의 정상상태 크리프가 지배적인 경우에 좋은 파괴매

개변수로 사용된다. 2차 크리프 속도( εsṡ)는 

         ε̇ ss=Aσ
n                                                  (1)

이며, 크리프 균열성장속도, ȧ 와 C
*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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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q                                                 (2)

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 B와 q는 재료상수로 log ȧ-logC
*의 관계로 나타낼 때 

절편과 기울기 값이 되며, n은 크리프 지수이다.

CT 시편에서 C* 값은 식(3)로 계산되고 크리프에 의한 변위속도( VĊ)는 하중

선 변위속도( V̇)에서 균열성장속도( ȧ)에 따른 재료의 탄성 및 소성변형의 증

가분을 뺀 것로서 식(5)로 구해진다. 

 

      C
*=

PV ċ
B N(W-a)

η( aW ,n)                                     (3)

      η( aW ,n)=
n
n+1 (2+0.522

W-a
W )                              (4)

      Vċ= V̇-
ȧB

N

P ( 2K
2

E'
+(m+1)J p)                              (5)

여기서 P는 하중, V는 하중선 변위, BN는 시편의 유효두께, W는 시편의 

폭, a는 균열길이, E‘는 평면변형률 상태에서의 탄성계수, K는 응력확대계수 

이다. Jp 는 J-적분의 완전 소성 분으로 식(6)으로 나타내어진다. 

      
J p=

D 1h 1(a/W,m)

(σ ys(W-a))
m (

P
1.455BNα )

m+1

                            (6)

식(6)에서 고온에서의 재료의 소성상수(D1) 와 소성지수(m)값의 결정은 공칭 

응력-공칭 변형률 선도를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로 바꾼 후, 소성변형률( εp)

과 응력( σ) 사이의 관계식 ε p=D 1 (σ/σ ys)
m 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여 최소자승

법으로 구하 다. 

  h1값은 a/W와 m의 함수로서 ASTM E1457의 결과표를 이용하면 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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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인장 시험으로부터 탄성계수(E), 항복응력( σ ys), 인장강도( σu)값을 얻었으

며, 크리프 시험으로부터는 크리프 상수 A와 n값을 구하 다. 실험으로 얻어

진 재료의 고온 물성 값은 Table 3-4-2에 요약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다. 크리프 균열전파 속도식의 획득

  

   Fig. 3-4-1은 15개 데이터에 대한 균열성장속도와 C* 파라메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15개 데이터를 최소자승법으로 선형 회귀식으로 피팅하면 균

열전파속도 모델식을 (7)과 같이 얻을 수 있다. 

 ȧ=3.80×10 -2(C *) 0.90                                       (7)

각 조건에서의 B와 q의 값은 Table 3-4-3에 보인 것처럼 얻을 수 있다. 이

를 토대로 logB, q 값의 분포 거동를 조사한 하며, Fig. 3-4-2 및 3-4-3에 

보인 것처럼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ogB와 q의 상관관계는 Fig. 3-4-4에서 보인 것처럼 직선관계에 있음을 잘 

보 으며, q의 잔차 값은 Fig. 3-4-5에 보인 것처럼 예측직선에 대하여 정규

분포를 잘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표준 편차(SD) 값은 0.061로 

나타났다.   

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및 크리프 균열성장속도 예측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절차는 각 확률변수의 분포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0과 1사이의 균일하

게 분포하는 난수를 추출한 다음 적절히 변환하여 특정한 확률분포를 갖는 

난수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Box와 Muller가 제안한 표준정규분포를 갖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s, S)

는 다음 식으로 쓸 수 있고, 

 2
5.0

1 2cos)ln2( UUS 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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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1, U2는 0과 1사이에서 추출된 서로 독립적인 균일한 확률 도 함수를 

갖는 균일분포 난수이다. 따라서 평균이 μ이고, 표준편차가 SD인 정규분포인 함수

에 대한 난수 x는

 

    2
5.0

1 2cos)ln2( UUSDSSDx πµµ −+=⋅+=                  (9)

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대수정규분포의 난수 x'에 대하여는 x = log (x’) 분

포가 정규분포이면 x는 식(10)로 부터 발생되고 난수 x'는 식(10)

  
xx 10'=                                                       (10)

으로 구할 수 있다. 

   Fig. 3-4-6 및 3-4-7은 B, q의 정규분포에 대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의하

여 난수를 발생시킨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B, q의 난수는 각각 110개씩 만들어졌

다. 

   Fig. 3-4-8은 균열성장속도와 C*와의 관계에 대한 몬테갈로 시뮬레이션에 의

하여 난수를 발생시킨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균열성장속도의 전체 분포 밴드를 보

이고 있다.  Fig. 3-4-9는 일정한 C* 값에 대하여 da/dt의 변화에 따른 확률분포

를 나타낸 것으로 분포 결과는 대수정규분포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4-10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표준편차 1SD  및 2SD에서 예

측된 균열성장 속도선을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부터 난

수를 발생시켜 크리프 균열성장속도를 확률적인 관점으로 예측할 수 있다. 몬테칼

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소수의 크리프 균열속도 실험 데이터만을 가지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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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속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또한 확률적인 관점에서 균열속도

선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면 316NG 강의 설계 

시 확률적 신뢰도를 갖는 크리프 균열성장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Table 3-4-1 CCG test conditions and crack size measurements.

Sp-ID Test conditions Results of crack size measurement 

B(mm) Bn(mm) W(mm) Load(N) Applied K 
(MPa*m^1/2) a(mm) ao(mm) apf(mm) amf(mm) error(%)

1 12.674 10.105 25.41 7000 34.93 10.19 12.11 13.52 13.41 0.8

2 12.699 10.18 25.334 6500 32.75 10.29 12.18 14.52 14.65 -0.88

3 12.686 10.122 25.372 6000 30.06 10.18 12.13 13.04 13.33 -2.26

4 12.697 10.116 25.378 5500 28.51 10.59 12.43 14.9 15 -0.64

5 12.674 10.12 25.409 6000 29.81 10.28 12.08 22.5 23.64 -4.81

6 12.746 10.21 25.401 6000 29.97 10.12 12.02 25.27 24.68 -2.31

7 12.699 10.12 25.4 6000 29.56 10.22 12.18 13.74 13.38 -2.69

8 12.701 10.157 25.437 6500 31.96 10.14 11.99 24.33 23.92 -1.7

9 12.673 10.016 25.418 6000 29.78 10.13 12.03 14.06 14.28 1.52

10 12.579 10.148 25.321 6000 29.08 10.075 12.03 16.46 16.37 -0.52

11 12.672 10.126 25.361 6000 29.65 10.042 11.78 25.23 24.43 -3.17

12 12.679 10.162 25.44 6000 28.37 10.102 12 25.3 25.36 0.23

13 12.665 10.118 25.385 6000 27.94 10.156 11.68 13.82 12.97 -6.14

14 12.699 10.159 25.406 6000 28.03 10.093 11.49 15.11 15.66 3.67

15 12.653 10.175 25.411 6500 30.60 10.082 11.56 20.67 19.54 -5.51

 - a : initial crack size(at sharp notch), ao: pre-cracked size by fatigue, apf : predicted final crack size
 - amf : measured final crack size,  tT : Transi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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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 Material properties obtained for type 316LN steel at 

600oC

Temp. E 
(GPa)

σ ys
(MPa)

σu
(MPa)

Plastic constants
ε p=D 1 (σ/σ ys)

m

Creep constants
ε̇ ss=Aσ

n

D1 (MPa-m) m A(MPa-n h-1) n

600oC 149 104 420 6E-4 2.54 6.35E-33 11.8

    

Table 3-4-3 B  and q  results obtained from each CCG test for type 

316NG at 600
oC

SP-No. Applied load log B q B

6N46-1 7000 -1.66 0.93 0.02 

6N46-2 6500 -1.64 0.82 0.02 

6N46-3 6000 -1.58 0.91 0.03 

6N46-4 6500 -1.55 0.85 0.03 

6N46-5 5500 -1.53 0.73 0.03 

6N46-6 6000 -1.53 0.84 0.03 

6N46-7 6000 -1.51 0.80 0.03 

6N46-8 6000 -1.50 0.90 0.03 

6N46-9 6000 -1.49 0.91 0.03 

6N46-10 6000 -1.49 0.81 0.03 

6N46-11 6000 -1.40 0.90 0.04 

6N46-12 6000 -1.18 0.94 0.07 

6N46-13 6000 -1.17 0.95 0.07 

6N46-14 6000 -1.11 1.03 0.08 

6N46-15 6000 -0.94 1.1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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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CCGR equation of total data for type 316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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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Normal distribution of the B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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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3 Normal distribution of the q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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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Relationship of B and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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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Result of the MCS for the B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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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7 Result of the MCS for the q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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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Result of the MCS by B and q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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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Probability distribution for each 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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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Prediction of CCGR in 1SD and 2SD obtained by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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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6NG강의 열피로균열전파 특성 

가. 열피로 특성 평가

   고온, 고압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액체금속로의 노내구조물과 배관에

서는 가열과 냉각이 반복됨으로써 구조물이 변형된다.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은 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정한 기계적 응력과, 가열과 냉각에 의한 온도

변화에 의한 열팽창이 구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열응력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받게 된다. 원자력발전소 고온 구조물이 열응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손상되

어 파손이 발생하는 현상을 열피로 손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정한 온도에

서 반복적인 기계적 응력이 가하여지는 고온 저주기피로와 다른 거동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에서 가동되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구조물의 

수명을 제한하는 주요 기구중의 하나는 피로손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피로손상은 기계적 응력과 열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의 수명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온도변화에 의한 열응력

이 작용할 경우의 열피로거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316NG 스테인리스 강은 액체금속로의 압력용기 강으로 개발된 재료로서 

액체금속로의 가동온도가 550℃정도의 고온이고 가열과 정지시에 많은 온도

차가 발생하며 스테인리스강의 열팽창계수가 크기 때문에 건전성 확보를 위

해서는 열피로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316NG외에 경수로의 노내구조물 재

료로 사용되고 있는 316와 304 스테인리스 강을 같이 평가하여 이들 재료의 

열피로특성을 비교, 평가하 다. 

(1) 화학조성

   실험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조성은 Table 3-4-4과 같다. 316NG는 용체화

된 상태이고, SA는 용체화된 상태의 as-receive 재료이며 CW은 냉간가공된 

상태인데 냉간가공 량은 316의 경우는 11%, 304의 경우는 14%이다. 

(2) 실험방법

   열피로 시편의 형상은 평행부 길이가 8 mm이고 직경이 7 mm인 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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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길이방향으로 직경 4 mm의 구멍을 뚫은 hollow type을 사용하 다. 열

피로시험은 기계적 응력없이 열응력만 가하기 위하여 △εt=0%가 되도록 

strain 제어로 수행하 다. 열응력은 온도를 200∼600℃, 300∼600℃, 400∼

600℃로 변화시키면서 온도변화의 향을 관찰하 다. 열응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가열은 유도가열장치를 사용하 고 냉각은 시편의 내부로 공기를 불

어 넣었다. 온도변화 사이클은 완전대칭 삼각파가 형성되도록 하 다. 온도

의 측정은 시편에 용접한 열전대를 사용하 다. 온도변화속도의 향을 관찰

하기 위하여 온도변화 사이클을 0.0083 Hz, 0.00417 Hz, 0.00167 Hz로 변화

시켰다. 기계적 하중이 인장일때 가열되는 것을 in-phase, 기계적 하중이 인

장일때 냉각되는 것을 out-of-phase로 정의하 다.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은 

최대인장응력이 25% 감소될때의 사이클로 정의하 다. 모든 피로시험은 공

기중에서 시험하 다. 시험중 발생하는 탄화물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

험전에 650℃에서 100시간 시효처리하여 그 향을 평가하 다. 

(3) 실험결과

(가) 냉간가공의 향

   경수로의 노내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인 316과 304는 냉간가공된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열피로에 미치는 냉간가공의 향을 평가하여 용체화처리

된 것과 냉간가공된 것의 열피로 결과를 Fig. 3-4-11, 3-4-12에 나타내었다.

316과 304 강 모두 온도변화가 증가할수록 열피로 수명은 감소하 다. 304와 

316 강 모두 온도변화가 크면 냉간가공한 경우가 용체화처리한 경우보다 열

피로 수명이 감소하지만 온도변화가 작으면 (200∼400℃, 300∼500℃) 냉간

가공한 경우의 열피로수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높

은 온도범위 (400∼600℃)에서는 온도변화가 감소하면 316의 경우는 냉간가

공한 경우 열피로수명은 감소하 지만 304의 경우는 냉간가공한 경우가 열

피로 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시효처리의 향

   열피로는 고온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로손상 도중에 탄화물이 

석출하여 피로수명에 향을 미치게 된다. 탄화물의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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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에서 100시간 시효처리를 수행하여 시험전에 탄화물을 석출시켜 열피

로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3-4-13∼3-4-15에 나타내었다. 

   316NG, 316 304의 용체화처리와 냉간가공한 경우 모두 시효처리를 한 시

편이 열피로강도는 감소하고 열피로수명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와같은 결과로부터 열피로 시험중에 석출하는 탄화물이 열피로 수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열피로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효

처리를 통하여 결정입계에 미리 탄화물을 석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 온도변화속도의 향

   열피로는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미세조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온도의 향은 온도가 변화하는 주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온도변화속도

를 변화시키면서 그 향을 평가하여 Fig. 3-4-16∼3-4-18에 나타내었다. 

316NG, 316, 304의 경우 온도변화속도를 2배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용체화처

리와 냉간가공한 경우 모두 약간 피로강도가 감소하고 열피로수명이 증가하

다. 그러나 온도변화속도가 5배 감소하면 피로강도와 열피로수명은 오히려 

2배 감소한 경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라) 열피로시험에서의 불균일 변형 해석

   열피로시험시에 발생하는 변형이 균일하게 발생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

여 평행부에서의 변형을 제어하면서 온도를 300∼600℃로 변화시킬 경우 발

행하는 응력과 변형을 해석적으로 평가하여 Fig. 3-4-19에 나타내었다. 시편

내부가 시편외부보다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이 진행

됨에 따라서 외부의 변형은 일정하지만 내부의 변형은 불균일하게 변화하

다. 이러한 현상은 시편의 균열이 내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 일치한다. 

나. 열적기계적 특성 평가

(1) 열피로와 열적기계적 피로 (Out-of-phase) 비교

   냉간가공된 것과 용체화처리된 316과 304 재료의 200∼500℃와 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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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변형범위 2%에서 out-of-phase와 열피로 실험한 결과를 Fig. 

3-4-20, 3-4-21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열적기계적피로 수명은 열피로 수명

에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피로에서 200∼500℃에

서는 316은 용체화처리와 냉간가공의 경우는 경화나 연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포화되었다가 파단이 발생하지만 300∼600℃에서는 냉간가공은 거의 

경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용체화처리의 경우는 초기에 경화가 발생하여 포화

된 후 파단이 발생하 다. 304의 경우는 200∼500℃에서 용체화처리의 경우

는 약간의 경화가 발생하고 포화된 후 파단이 발생하 고 냉간가공의 경우

는 약간의 연화가 발생한 후 파단이 발생하 다. 300∼600℃에서의 피로강도 

곡선은 200∼500℃의 경우와 비슷하 지만 연화와 경화가 약간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열피로와 열적기계적 피로의 경우 각 온도에서 냉간가공에 의해서 피로

강도는 증가하 지만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

할수록 316의 경우는 피로강도가 감소하 지만 304의 경우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피로의 경우 초기경화되는 정도는 열적기계적피로의 초기경화

에 비교하여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04와 316의 열피로 및 열

적기계적 피로특성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변형범위의 향

   열적기계적피로 시험을 300∼600℃에서 변형범위를 다르게 하여 316과 

304를 시험한 결과를 Fig. 3-4-22, 3-4-23에 나타내었다. 용체화처리와 냉간

가공의 경우 모두 변형범위가 증가할수록 열적기계적 피로수명이 감소하

다. 열적기계적피로강도는 용체화처리의 경우는 변형범위가 증가하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초기에 경화가 발생하고 포화된후 파단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냉간가공의 경우 316은 용체화처리와 냉간가공의 열적기계적피

로강도가 거의 비슷하 지만 304의 경우는 변형범위 2%가 증가하 다. 냉간

가공의 경우 316의 초기에 경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포화가 발생하는 반

면 304의 경우는 연화가 발행한후 파단이 발생하 다. 

(3) In-phase와 out-of-phase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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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적기계적 피로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00∼600℃, 변형범위 2%에서 

316과 316NG의 in-phase와 out-of-phase를 평가하여 Fig. 3-4-24에 나타내

었다. 316과 316NG의 in-phase 수명은 out-of-phase 수명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내었다. 316과 316NG에서 in-phase, out-of-phase 피

로특성은 비슷한 경향은 나타내었고 316NG이 316보다 열적기계적피로수명

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n-phase의 경우는 초기에 경화가 거

의 발생하지 않고 포화된후 파단이 발생하지만 out-of-phase의 경우는 초기

에 경화가 심하게 발생하고 포화된 후 파단이 발생하 다. In-phase의 피로

강도가 out-of-phase의 피로강도에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 다. 

다. 열피로시험후 파면관찰

   열피로와 열적기계적피로 시험후 파면을 관찰하여 Fig. 3-4-25∼3-4-33

에 전체파면과 확대한 파면을 나타내었다. 열피로와 열적기계적 피로의 경우 

저주기피로와는 달리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외부로 전파하는 형태를 나

타내었다. 또한 피로균열생성장소가 한곳이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균열이 발

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요약

   304와 316 강 모두 온도변화가 크면 냉간가공한 경우 열피로 수명이 감

소하지만 온도변화가 작으면 열피로수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높은 온도범위에서는 온도변화가 감소하면 316의 경우는 냉간

가공한 경우 열피로수명은 감소하 지만 304의 경우는 냉간가공한 경우가 

열피로 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효처리를 한 시편이 열피로강도는 감소하고 열피로수명은 약간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16NG, 316, 304의 경우 온도변화속도를 2배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용체화

처리와 냉간가공한 경우 모두 약간 피로강도가 감소하고 열피로수명이 증가

하 다. 그러나 온도변화속도가 5배 감소하면 피로강도와 열피로수명은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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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2배 감소한 경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16과 316NG의 in-phase 수명은 out-of-phase 수명에 비하여 현저히 증

가하는 경향은 나타내었다. 316과 316NG에서 in-phase, out-of-phase 피로

특성은 비슷한 경향은 나타내었고 316NG이 316보다 열적기계적피로수명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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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 Chemical composit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wt%)

C Si Mn P S Cr Ni Mo N

316NG 0.019 0.63 0.97 0.018 0.004 17.26 12.35 2.41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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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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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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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Thermal fatigue life with temperature chang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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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2. Thermal fatigue life with temperature chang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0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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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Thermal fatigue life of 316NG stainless steel aged at 650℃ 

and 100 hr.

100 101 102 103 104
0

100

200

300

400

500

 

 

 As-received
 Heat treat

Te
ns

ile
 p

ea
k 

st
re

ss
, M

P
a

Cycles to failure

SA316, 300-600oC
∆εt=0%

 100 101 102 103 104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As-received
 Heat treat

Te
ns

ile
 p

ea
k 

st
re

ss
, M

P
a

Cycles to failure

CW316, 300-600oC
∆εt=0%

Fig. 3-4-14. Thermal fatigue life of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16 stainless steel aged at 650℃ and 10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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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Thermal fatigue life of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04 stainless steel aged at 650℃ and 10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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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Thermal fatigue life with temperature change rate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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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Thermal fatigue life with temperature change rat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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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8. Thermal fatigue life with temperature change rat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0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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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Analysis of stress and strain at inner and outer side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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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Comparison of thermal fatigue with thermomechanical fatigue 

tested at 2%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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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 Comparison of thermal fatigue with thermomechanical fatigue 

tested at 2%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0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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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2. Effect of strain range on thermomechanical fatigu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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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Effect of strain range on thermomechanical fatigue for 

solution annealed and cold worked 30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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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Fracture surface after thermal fatigue tested at 300∼600℃ 

for solution anneal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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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Fracture surface after thermal fatigue tested at 300∼600℃ 

for cold work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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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 Fracture surface after thermal fatigue tested at 300∼600℃ 

for solution annealed and age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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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Fracture surface after thermal fatigue tested at 300∼600℃ 

for solution annealed and ag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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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Fracture surface after thermal fatigue tested at 300∼600℃ 

for cold worked and ag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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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Thermomechanical fatigue tested at 300∼600℃, 2%, and 

out-of-phase for solution anneal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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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 Thermomechanical fatigue tested at 300∼600℃, 1%, and 

out-of-phase for solution anneal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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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Thermomechanical fatigue tested at 300∼600℃, 2%, and 

out-of-phase for cold work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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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Thermomechanical fatigue tested at 300∼600℃, 1%, and 

out-of-phase for cold worke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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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저방사화 SiC/SiC 복합체 고 화 개량공정 입증

1. WA-CVI에 의한 SiC/SiC 복합체 고 화 공정 

   저방사화 SiC/SiC 복합체의 고 화 개량기술 개발을 위해 whiskering 공

정을 적용하 다. Whiskering 공정은 기지상의 증착단계 이전에 SiC 

whisker 또는 nanowire 등의 1차원 형상 증착물을 SiC preform에 성장시켜 

기지상의 증착효율을 증가시키고 복합체 내의 잔류 기공률을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 본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CVI 공정에서는 섬

유와 기지상 사이에 계면상 (interlayer)을 만들고 화학침착법으로 기지상을 

채워 복합체를 치 화시키는데, 이 때 표면부의 기공이 공정초기에 막히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증착속도가 매우 낮은 조건에서 공정이 이루어진다. 따

라서 증착효율이 낮아 치 화 속도가 느리며 섬유의 bundle 또는 fabric 

layer 사이에 존재하는 큰 기공이 잔류기공으로 남아 복합체의 열적, 기계적 

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지상의 

증착공정 전에 bundle 간이나 fabric layer 간에 whisker 또는 nanowire 등

을 성장시킴으로써 기지상의 증착이 일어나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치 화를 

증진시키고 잔류기공의 양과 크기를 줄이고자 하 다. 당해 단계에서는 성장

된 whisker의 장경비 및 균일성 향상을 위해 상압에서의 화학기상증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whisker 성장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 다. 또한 지난 연구를 

통해 최적으로 평가된 2회의 whiskering 반복공정을 적용하여 복합체를 제

조하고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 다.

가. SiC whisker 최적 성장조건 평가

   SiC preform 내에 성장되는 whisker의 길이와 균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압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whisker를 성장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기체비 (H2/MTS), 증착온도, 증착시간 등의 공정변수를 조절하여 최적의 

whisker 성장조건을 찾고자 하 다. Tyranno SA 섬유 fabric을 직경이 50 

mm인 디스크 형태로 펀칭하여 섬유방향이 0°/90°가 되도록 적층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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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섬유의 부피분율이 약 40%가 되도록 Mo 치구에 넣고 열분해탄소 계면상

을 증착하 다. 열분해탄소의 증착은 CH4를 원료가스로 하여 계면상의 두께

가 약 150 nm가 되도록 950℃에서 3시간 행하 으며 이때 증착압력은 14.7 

kPa 다. SiC whisker의 성장은 MTS (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을 

SiC의 원료가스로 하고 운반가스는 H2를 사용하여 1050°∼1200℃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증착압력은 0.1 MPa 고 입력기체비 (H2/MTS)는 20∼140으로 

조절하 으며 가스유량은 800 sccm이었다. Whisker의 성장 후 SiC 기지상

의 형성은 입력기체비가 10인 조건으로 1000℃에서 행하 으며 시스템 압력

은 13.3 kPa로 유지하 다. Fig. 3-5-1은 적층된 섬유 프리폼의 형상을 나타

낸 것이며 Fig. 3-5-2는 실험과정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5-3은 입력기체비, a를 20∼100 으로 변화시켰을 때 preform 표면

에서의 whisker 성장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20 에서는 SiC 증착물이 일차

원 성장을 하고는 있으나 직경이 약 1 mm 정도로 크고 길이도 10 mm 이하

로 제한되었다. a=60의 경우 길이와 직경이 작은 whisker들이 덩어리 형태로 

뭉쳐있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반면 a=80 이상에서는 100 nm 이하의 직경을 

갖는 whisker가 매우 길고 균일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5-4는 입력기체비에 따른 whisker의 직경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입력기체

비가 증가함에 따라 whisker의 직경이 감소하지만 80 이상에서는 평균직경

이 50∼60 nm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5-5는 a=80에서 성장된 

Fig. 3-5-1. A schematic of the sample configuration 

for the growth of SiC whiskers within the SiC fiber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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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ker의 미세구조를 각각 다른 배율에서 관찰한 것으로 SiC whisker가 매

우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5-6은 a= 60 및 100에서 증착온도에 따른 SiC whisker의 성장거

동을 관찰한 것이다. a=100의 경우 1100℃에서부터 whisker의 균일성장을 보

으며 1150℃에서는 a=60에서도 매우 균일한 whisker 성장을 얻을 수 있었

다. 즉 증착온도가 1150℃일 때 보다 넓은 범위의 입력기체비에서 균일한 

whisker성장 거동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3-5-7은 a=20 일 때 10장의 SiC fabric을 적층시킨 프리폼에서 

fabric의 적층위치에 따른 whisker 미세구조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

째 fabric은 CVI 가스의 흐름 방향에서 전면부에 위치하는 것이며 10번째 

fabric은 가장 후면부에 위치한 것이다. 적층위치에 따라 whisker의 미세구

조가 크게 변화되는데, 후면부로 갈수록 whisker의 직경은 감소하고 길이는 

증가되고 있으며 10번째 fabric에서 성장된 whisker는 a=80에서 성장된 

whisker와 유사한 미세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Fig. 3-5-8에 

Fig. 3-5-2. Experimental procedure for 

the fabrication of SiC/SiC composites by 

the WA-CVI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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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바와 같이 a=80 이상에서는 적층위치에 따른 whisker의 미세구조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단지 whisker의 농도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Fig. 

3-5-9는 각 입력기체비에서 SiC fabric의 적층위치에 따른 whisker의 직경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a=20 및 a=40 에서는 whisker의 직경이 적층위치에 

Fig. 3-5-3. Microstructures of whisker grown 

preform at different input gas ratios.

Fig. 3-5-4. Variation of whisker diameter as a function 

of input ga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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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존성을 보이는 반면 a=60 이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층

위치에 따른 whisker 직경의 감소 현상은 반응가스 고갈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SiC 증착물의 형성은 CH3SiCl3 + nH2 → SiC + 3HCl + nH2 의 반응

을 통해 일어나는데 preform의 후면부로 갈수록 이 반응의 진행 정도가 커

서 반응가스의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3-5-1]. 이는 Fig. 3-5-3 및 3-5-4의 

입력기체비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유발하여 whisker의 직경이 감소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5-5. Microstructures of whisker grown preform at 

the input gas ratio of 80.

Fig. 3-5-6.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growth behavior of SiC 

whiskers at input gas ratios of 60 an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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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C whisker의 성장기구

Fig. 3-5-7. Variation of whisker microstructure through 

the thickness of preform at the input gas ratio of 20.

Fig. 3-5-8. Variation of whisker microstructure through 

the thickness of preform at the input gas ratio of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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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0은 a=60 및 a=100에서 성장된 whisker의 TEM 사진을 나타

낸 것이다. a=60의 경우 직경이 100 nm 이상인 비교적 굵은 whisker와 50 

nm 이하인 얇은 whisker가 함께 관찰되었는데 얇은 whisker의 경우 단결정

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굵은 whisker는 그림의 SADP에서 알 수 있듯이 다

결정 구조를 갖고 있었다. 반면 a=100의 경우에는 다결정으로 이루어진 

whisker는 관찰되지 않았고 모든 whisker가 단결정으로 성장함을 알 수 있

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반응가스의 농도, 즉 반응종의 과포화도가 whisker의 성

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과포화도가 클 경우 표면에너지가 큰 

결정면의 성장과 서로 다른 결정면의 동시 핵생성이 용이하게 된다 [3-5-2]. 

이는 일차원 형상의 증착물에서 직경 방향으로의 성장을 주로 유도하여 길

이는 짧고 직경이 큰 증착물을 형성하게 한다. 반면 과포화도가 작을 경우에

는 SiC의 {111}면과 같은 저에너지 결정면의 성장이 용이하게 되어 <111> 

방향과 같은 길이 방향으로의 성장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3-5-3,4]. 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통해 SiC 섬유 preform 내에

서 길이가 수백 mm 이상인 whisker의 균일한 성장은 고순도 SiC/SiC 복합

체의 고 화를 위한 공정의 단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3-5-9. Variation of whisker diameter with the 

stacking position of fabric at different input gas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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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A-CVI에 의한 SiC/SiC 복합체의 기지상 치 화 거동

   앞에서 기술된 방법에 따라 SiC 프리폼에 SiC whisker를 성장시킨 후 화

학침착법에 의해 SiC 기지상을 형성시킬 때 기지상의 치 화 거동 및 미세

구조를 일반적인 화학침착 공정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Fig. 3-5-11은 SiC 

섬유 preform에 SiC whisker를 성장시킨 후 기지상을 침착시키는 과정에서 

무게 증가율을 측정한 것이다. 화학기상침착 공정의 초기 단계에서 whisker

를 이용한 공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2배 이상의 빠른 무게 증가율을 보이

는데 이는 성장된 whisker의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증착효율이 증가되었

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다 짧은 공정시간에서 높은 도를 얻는 것이 가

능해진다. 예를 들어 약 2.6 g/cm
3의 도를 얻기 위해 기존 공정에서는 25

시간 이상의 공정시간이 필요한 반면 whisker 공정에서는 19시간 이내로 가

능하여 25% 이상의 공정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Fig. 3-5-12는 기지상 침착 후의 복합체 미세구조를 비교한 것으로 기존 

공정으로 제조된 것은 섬유 번들사이에 큰 기공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whisker 공정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이 공간에 SiC whisker 및 여기에 증착

된 SiC 기지상이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세구조는 다음 절의 

SiC/SiC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및 열물성에 기술된 것처럼 복합체의 열, 기

Fig. 3-5-10. TEM microstructures of whiskers 

grown at the input gas ratios of 60 an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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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특성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Whiskering 방법으로 제조한 복합체는 기

존 방법을 통한 복합체에 비해 인장강도는 약 2배, 열전도도는 50% 이상 향

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2회의 whiskering 공정을 통해 제조한 복합체

의 기계적 특성을 3점 곡강도법에 의해 평가한 결과 복합체의 곡강도는 최

대 670 MPa 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3-5-11. Rate of weight gain as a 

function of the matrix infiltration time for 

the composites fabricated by the WA-CVI 

and the conventional CVI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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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2. SEM microstructures for the polished cross-sections 

of the WA-CVI (a) and the conventional CVI (b) composites 

after the matrix in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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