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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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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면수    

- 나노 ODS 합금 개발 부분은 700℃에서의 항복 응력이 300MPa, 700℃

/10,000hr 기준 크리프 파단 강도 60 MPa (Eurofer 합금의 75% 수준), 

KLST 시험편에 의한 충격흡수에너지 6J 이상, 그리고 오스테나이트계 

stainless steel 1/3 수준이하의 조사팽윤 거동 확보를 목표로 하였음.

- austenite 기지를 갖는 시험용 ODS 합금에 TiC를 첨가하여 기계적 합금

과 HIP 처리하는 방법으로 700℃에서 항복응력 416 MPa과 연신률 19.4%를 

달성

- 9Cr FMS ODS 시험 합금을 700℃에서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고응

력으로 가속 실험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10,000시간 크리프 파단 강도는 

63 MPa 수준임.

- 시험용 ODS 합금에 대한 KLST 충격시험 결과 12Cr FMS ODS 합금 시편

의 경우 평균 7.7 J의 충격흡수에너지를 얻었음.

- FMS 및 FMS ODS에 대한 Ne 이온 조사 시험을 수행하여 swelling 및 

cavity 수 변화 거동을 조사한 결과 440℃에서는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지만 570℃에서는 swelling은 1/3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

- ODS에서 충분한 강도와 인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계적 합금한 경우 1250℃ 

이상의 온도에서 소결하고, 가능한 한 높은 열간 압연율을 적용할 수 있도

록 많은 양의 합금 제조가 필수적임.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나노산화물, 기계  합 , 분산강화, 크리 , 조사 항성, 괴인성, 
충격에 지

어
 nano-oxide, mechanical alloying, dispersion strengthening, 
creep, irradiation resistance, fracture toughness, impac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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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원자력용 나노산화물분산강화합금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나노 산화물 분산 강화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이하 ODS) 합금은 

고온에서 안정한 나노 (nano) 크기의 산화물 입자들을 기계적 합금 등의 방법으로 

금속기지 내에 분산시킴으로써 높은 온도에서 전위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

는 원리로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한 합금이다. 

이 합금은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타 합금에서는 찾기 

힘든 탁월한 중성자 조사 저항성을 갖고 있는바 핵연료의 장주기/고연소도 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 원자로를 실현시키고,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

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합금의 원천 제조기술 및 원천 소재의 확보는 향후 고온에서 가동되는 원

자로의 중성자 조사 저항성을 필요로 하는 부품의 적용성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ODS 합금을 실용화 연구 개발 과정을 통하

여 독자적인 원천 소재를 확보하고 또한 제조기술을 수립함으로써 국내의 연관 소

재 제조 산업 및 에너지 산업 (원자력 및 핵융합 포함)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ODS 합금은 합금 기지 내에 산화물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합금 분말을 소결하는 

과정이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분말야금 방법 이외에도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공정 개

발을 통하여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

향으로도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심 부품에 ODS 합금을 적용하는 경우 원자로 운전에 있어서 안전 여유도를 여

타 금속소재에 비하여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원자력발전

소의 public safety와 acceptance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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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총 2단계 5년의 연구 중 1단계 2년 동안 수행한 단계보고서이며, 최

종 목표는 나노산화물분산(nano-oxide dispersion) 및 GBE (Grain Boundary 

Engineering)기술을 이용한 isotropic 원천 나노산화물분산강화합금 개발에 대한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DS GBE를 이용한 등방성 합금 제조 기술 확립 (방향에 따른 물성의 차이가 

20% 이내)

- 고온 인장 특성: 항복응력 300MPa @700℃; 연신율 15% 이상

- 크리프 파단 강도: 60 MPa @700℃/10,000hr (현 ODS-EUROFER 75% 수준)

- 파괴인성: 현 ODS-EUROFER 수준 이상 (DBTT 50℃ 이하; upper shelf에서 

USE 6J 이상/KLST type impact test)

- 조사 팽윤: STS 316L의 1/3 수준 이하 (10 dpa of ion @300-500℃)

IV. 연구개발결과

  SPS(spark plasma sintering) 공정은 MA 합금 분말을 소결 방법의 하나로 탈기 

공정과 HIP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소결 방법이지만, MA 316L ODS 합금

을 적절히 소결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50℃ 이상에서 소결 작업이 필요하다. 

MA 공정에 의해 제조된 분말의 적정 소결 온도가 높은 것은  MA 공정에 의한 

ODS 강화 효과가 잔류하여 충분한 소성 유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MA 합금 

분말의 적절한 결합을 유도하고 충분한 소성 유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열간 압연 

온도는 1250℃ 정도 되어야 한다.

  MA 공정으로 제조한 합금은 1250℃에서의 HIP 처리하여도 미세한 결정립을 유

지하는 반면, Wet 316L ODS 합금은 결정립이 조대하게 성장하였다. 이것은 Wet 

공정에서 나노산화물의 적절한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LST 충격 시험편을 이용하여 MA 316L ODS와 Wet 316L ODS 합금에 대한 

파괴인성을 평가한 결과 3 ~ 7J로 나타나 SPS +HIP 공정을 적용하고 1250℃에

서 열간 압연한 경우 현저한 파괴인성의 증가를 일으킨다. 12 Cr FMS ODS는 상

온에서 6.2 ~ 8.5J의 충격에너지를 나타내어 Eurofer ODS 합금의 75%(6J)를 상

회하였다. 12 Cr FMS ODS의 파괴 인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9Cr FMS ODS 는 

tempered martensite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반면 12 Cr FMS ODS는 annealed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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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00℃에서 MA 316L ODS, Wet 316L ODS, 9Cr FMS, 12Cr FMS의 4가지 합

금의 항복 강도를 비교한 결과, 항복 강도는 MA 316L ODS가 가장 높고, 9Cr 및 

12 Cr FMS ODS는 유사하다. 9Cr FMS ODS, 12Cr FMS ODS의 온도에 따른 항

복 및 인장 강도의 감소 거동은 316L ODS에 비하여 더 급격히 나타난다. 이것은 

316L ODS나 FMS ODS는 같은 Fe를 기지 조성으로 하고 있지만, 합금 원소의 양

은 316L ODS에서 높기 때문에 고용 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사라

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250℃에서 2mm 까지 열간 압연한 MA 316L ODS의 온도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을 비교한 것으로, 상온에서의 인장 강도와 연신률은 6mm 까지 압연한 재료와 

비슷하지만 항복 강도는 2차 열간 압연에 의하여 100MPa 이상 증가한다. 스테인

리스강 316LN의 항복 강도는 상용 316L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wet 316L ODS

와 유사하지만, MA 방법으로 제조한 MA 316L ODS의 항복 강도는 열간 압연량에 

따라 달라지며 2 mm까지 열간 압연하면 상온 항복 강도는 약 300 MPa 정도 높게 

나타난다. 500℃ 내외의 온도 영역에서는 상용 9Cr FMS 합금의 항복 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온 및 700℃에서는 ODS 합금들의 항복 강도가 80 

MPa 정도 높다.

  9Cr ODS FMS 합금에 대한 크리프 시험 후 파단면 내부의 단면 조직 검사 결과

는 미세한 석출물들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 FMS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

는 크리프 cavity 나 기공들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파단된 선단 끝 부위에서 균

열 및 cavity들이 조금 관찰되지만 그 양은 매우 적으므로, 장시간에서도 크리프 

cavity들의 생성은 일반 FMS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크리프 영역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보면 700oC의 일반 FMS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70MPa 시편의 크리프 속도는 5.67x10-10 

(1/s)의 낮은 속도를 나타내었다. 9Cr ODS FMS 합금의 크리프 파단 강도는 70

0℃-10,000 시간에서 약 63MPa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와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크리프속도와 응력의 관계는 선형관계, 즉 

Norton power law,  
의 관계를 잘 따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크리프 

변형이 Power law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크리프 변형은 전위의 상승(climb 

of dislocation)이 주도적인 과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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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S인 Grade 92b와 ODS FMS인 MA 956에 대하여 440℃  및 570℃에서 5 

및 10 dpa까지 Ne 이온을 조사하여 TEM으로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cavity 가 관찰되었으며, 조사량과 온도의 증가에 따라 cavity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0℃에서는 두 합금의 swelling 발생량은 유사하지만 cavity 숫

자는 MA 956에서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산화물과 기지 사이의 계

면에서 cavity의 핵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70℃에서 MA 956 합금

은 1.5 정도의 swelling 손상을 나타내는 반면, Grade 92 합금은 4.8% 정도의 

swelling을 나타내어 ODS 합금의 산화물 분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온 조

사에 의한 경도의 증가는 나노 산화물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

노 산화물의 존재가 이온 조사에 의해 형성된 결함의 소멸이나 원자의 재배열 과정

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나노산화물분산/GBE 기술 활용 등방성 나노산화물분산강화합금 제조기술을 수

립하게 되면 운전 온도 및 중성자 조사량이 지금의 가동 중 원자로에 비하여 월등

히 높은 Gen IV 원자로 등의 노심부품 및 가속기 핵심부품 등의 첨단 핵심부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프랑스 남부에 건설 중인 시험용 핵융

합로 (ITER) 이후 반드시 건설되어야할 핵융합 발전로의 경우 더욱 높은 가동온도

와 중성자 조사량의 가동 조건이므로 ODS 합금은 핵심 구조물 후보소재로 주목받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니켈계 ODS합금의 경우 최근에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항공/우주관련 

핵심부품의 소재로서 상기 원자력용 ODS합금의 원천소재/기술의 확립 시 해당 부

분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국방소재와 함께 개별 국가간의 기술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설계기술 등과 함께 소재기술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해야할 것

이 분명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개발하여야할 분야로 판단된다.

  소재연구/사업은 오랜 개발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신 원천기술을 확보하

는 경우 그 파급효과와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므로 향후 적용될 것이 예상되고 세계

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ODS합금을 자체 개발하고 제조기술 및 시설을 확보하

는 경우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에 상당부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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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he Development of Nano-Sized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Alloys for Nuclear Application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A nano-sized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alloy is 

manufactured by an oxide dispersion using a mechanical alloying (MA) 

method in order to enhance the high temperature properties, in which the 

oxide is small in the nano-sized scale and is stable at an elevated 

temperature.

  The ODS alloy is expected to have potential role for the long-term 

operation and the high burn-up of nuclear fuel. It also provides a chance 

for the improvement of thermal efficiency in the future nuclear system, 

since the ODS alloy has superior high temperature properties and a 

resistance to neutron irradiation.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ODS alloy provides design flexibility 

and allows it to be exposed to the high neutron flux in the future nuclear 

system. This technology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material and energy, 

industry including nuclear and fusion fields.

   The core process in the ODS alloy is a uniform distribution, a refinement 

of oxide, and a consolidation of the present alloyed powder. Since this 

process is relatively complicated and expensive, ian alternative method 

should be traced in order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the ODS alloy.

The increased application of the ODS alloy in the nuclear reactor can 

provide a wider safety margin. Thus, this contributes to public safety and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systems.

III. Scope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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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report is the 1st step for 2 year period during 5 year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are as follows:

1. The development of an isotropic nano-oxide-dispersed strengthened 

(ODS) alloy using nano oxide dispersion and grain boundary engineering 

(GBE) technology

A. The directional difference in property : less than 20% 

2. The development of an ODS alloy using nano oxide dispersion and grain 

boundary engineering (GBE) technology

A. High temperature strength : yield strength of 300MPa @700℃; 

elongation over 15%

3. The evaluation of a creep rupture property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improving that creep rupture property

A. Achievement of creep rupture strength of 700℃/10,000hr 60 MPa (75% 

of ODS-EUROFER level)

4. The achievement of fracture toughness

A. Impact energy : higher than the USE 6J/KLST type impact test, 

ODS-EUROFER level 

5. The achievement of swelling resistance: One-third level of 316L stainless 

steel at 10 dpa of the ion @300-500℃

IV. Results

The manufacturing variables were investigated, and a suitable 

manufacturing proces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a process for 

an isotropic nano oxide dispersion (ODS) alloy. In addition, a nano ODS and 

grain boundary structure technology were applied to ensure strength and 

toughness. Four kinds of trial ODS alloys with 4 kg were prepared 

according to the developed process. The overall properties, including the 

high-temperature property for test alloys, were evaluated up to 700℃. A 

post-heat treatment process ensuring an isotropic mechanical property was 

also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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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ark plasma sintering (SPS) process was newly applied to enhance 

sintering before the application of a hydro-isostatic process (HIP). The 

proper temperature range depends on the alloying method. The SPS 

provides an advantage in the aspect of a degassing and a gas 

contamination since this process is completed about 1,000℃. This 

temperature region promote to form a only fine oxide in the ODS alloy. 

The minimum temperature for the successful SPS for mechanical alloying 

(MA) is identified as 1050℃. The plastic flow does not easily occur in the 

SPS mold since the MA alloy powder has a relatively higher strength. The 

suitable HIP and the hot roll temperature after the HIP process are 

identified as 1250℃. The ODS alloy made put of the MA process maintains 

a fine grain size at this temperature region, since the dispersed oxides 

inhibit the grain growth. 

The highest strength appeared in the ODS alloy with an austenitic 

structure containing 0.5% Y2O3, a high temperature yield strength at 700℃, 

and a total elongation of 416 MPa and 17 %. It appeared that the 

directional difference in the strength and elongation between the 

longitudinal (L) and transverse (T) directions in the test alloy manufactured 

by a wet process was within 5%. The test ODS alloy using both SPS and 

HIP showed an impact energy of 7.7J using a KLST specimen with a 3 x 3 

mm cross-section. The target level of the strength and toughness for the 

ODS alloys was fully satisfied.

  The impact test and the creep rupture test required a relatively a thicker 

section. However, the strength increased with the reduction ratio in the hot 

roll process after the HIP process. Therefore, the creep and the toughness 

in this study were not optimized states. The larger scale was needed to get 

better results in order to acquire both the high strength and high toughness.

The high temperature yield strength at 700℃ appeared to be the highest 

in MA 316L ODS, and that of in MA 9Cr ODS and in MA 12Cr ODS 

appeared very similar. The MA 316L ODS showed the highes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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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he high amount of alloying elements. However, the strength 

and the elongation was very close in the 9Cr and 12Cr ODS. The lowest 

level of strength in the Wet 316L ODS was due to the grain growth 

because the oxide was not able to introduce inside grain. The yield 

strength increased with the reduction ratio in the hot roll process. The RT 

yield strength in the MA 316L ODS alloy appeared to be 500 ~ 650 MPa 

dependent on the reduction ratio of hot rolling.

  The 9 Cr ODS alloys were prepared to confirm a creep rupture property. 

Creep rupture tests were carried out to identify a creep rupture time at 70

0℃. A stress level over 100 MPa was applied for the accelerated creep 

tests. The predicted creep rupture strength using an extrapolation method at 

700℃ for 10,000 hours was 63 MPa, and this level was over 75% of the 

EUROFER ODS alloy.

  The cross-section of the crept specimen was examined by a microscope, 

and little voids were observed near the fracture surface. Although the small 

crack and cavity were observed, the number of them is very small. This is 

the reason why the 9 Cr ODS alloy showed a significantly high creep 

resistance compared to the commercial FMS steel. The steady state creep 

rate of 70 MPa at 700℃ was 5.67x10-10 s-1.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steady state creep rate and the stress showed that the creep behavior 

in these conditions followed a Norton power law,  
 . It is thought that 

the steady state creep strain is governed by a climb of dislocation process.

The ion irradiation experiments on the grade 92 and MA 956 at 440 and 

570℃ showed tha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at 440℃. However, the MA 

956 ODS alloy showed a 1/3 level of swelling and a higher number of voids 

at 570℃. This seem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oxide in the ODS alloy 

provided the preferential annihilation site for the point defects. 

V. Proposal for Application

 - A high burn-up operation of over 150GWd/t for next generation 



- 9 -

nuclear systems, such as a supercritical pressurized water cooled reactor 

(SCWR) and a sodium cooled reactor (SFR), requires excellent cladding 

materials.

- These are: a) a long creep life, b) high-temperature strength, c) 

resistance to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d) dimensional stability 

under irradiations, e) hydrogen and/or helium embrittlement, and so on. 

- Cladding material development is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a 

highly efficient high burn-up operation of next generation nuclear systems, 

where high performance is required such as high strength at an elevated 

temperature, a high resistance to corrosion and a high resistance to 

irradiation. 

-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high-efficiency nuclear react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an ODS alloy with a high resistance to 

high-temperature application and neutron irradiation.

- An assurance to increase the operational margin for safe nuclear 

reactor operation

- The development of the origin ODS alloy for a nuclear reactor 

contributes to the next generation nuclear system

- The oxygen content in ODS ferritic steel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o determine mechanical properties. Therefore, an advanced process has to 

be developed to control the oxygen contamination in MA and the 

consolidation process

- The expected impact of the ODS alloy is large, and this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the aeronautics and commercial aircraf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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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나노 산화물 분산 강화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이하 ODS) 합금은 고

온에서 안정한 나노 (nano) 크기의 산화물 입자들을 기계적 합금 등의 방법으로 금

속기지 내에 분산시킴으로써 높은 온도에서 전위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원리로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한 합금이다. 

이 합금은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타 합금에서는 찾기 

힘든 탁월한 중성자 조사 저항성을 갖고 있는바 핵연료의 장주기/고연소도 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 원자로를 실현시키고,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

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합금의 원천 제조기술 및 원천 소재의 확보는 향후 고온에서 가동되는 원

자로의 중성자 조사 저항성을 필요로 하는 부품의 적용성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

여할 것이다. 그리고 ODS 합금을 실용화 연구 개발 과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원천 

소재를 확보하고 또한 제조기술을 수립함으로써 국내의 연관 소재 제조 산업 및 에

너지 산업 (원자력 및 핵융합 포함)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DS 합금은 합금 기지 내에 산화물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합금 분말을 소결하는 

과정이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분말야금 방법 이외에도 효율적이고 획기

적인 공정 개발을 통하여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향으로도 병행되어야 한다. 

노심 부품에 ODS 합금을 적용하는 경우 원자로 운전에 있어서 안전 여유도를 여

타 금속소재에 비하여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원자력발전

소의 public safety와 acceptance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총 2단계 5년의 연구 중 1단계 2년 동안 수행하였으며, 최종 목표는 

나노산화물분산(nano-oxide dispersion) 및 GBE (Grain Boundary Engineering)

기술을 이용한 isotropic 원천 나노산화물분산강화합금 개발에 대한 것이다. 

  연구 내용은 ODS GBE를 이용한 등방성 합금 제조 기술 확립 (방향에 따른 물성

의 차이가 20% 이내), 고온 인장 특성 (항복응력 300MPa @700℃, 연신율 15% 

이상), 크리프 파단 강도 (60 MPa @700℃/10,000hr, 현 ODS-EUROFER 75% 

수준), 파괴인성 (현 ODS-EUROFER 수준 이상, upper shelf에서 USE 6J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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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ST type impact test), 조사 팽윤 (SS 316L의 1/3 수준 이하, 10 dpa of ion 

@300-500℃) 저항성 확보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 구성 : 연구 방법 등 기술, 해외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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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일본에서의 ODS 합금 개발은 주로 고속로의 피복관과 핵융합로 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JNC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JAERI와 통합하여 현재 JAEA)가 중심이 되어 철강회사 

Kobelco와 여러 대학 연구팀들과의 협력체제 아래에서 고속로 피복관 개발을 주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다.

1990년대에는 고온 압출과 열간 압연을 통하여 두께 1mm 정도의 얇은 튜브를 

개발하였고 축 방향과 원주 방향의 기계적 특성의 이방성을 해결하려는 연구에 주

력하였으며 결국 열처리에 따른 상변태 및 재결정 과정을 통하여 이방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상황이다. 또한 미소 합금원소들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소량의 Ti 첨가를 통한 미세 Yttria 입자의 초미세화를 확인하고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최근에는 ODS 합금의 접합, 양산체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하며 일

본 내의 연구로 및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의 다른 나라들의 연구로를 활용하여 중

성자 조사 시험 및 데이터 축적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DEMO 핵융합로의 first 

wall 및 블랭킷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튜브와 달리 후

판의 경우 기 개발한 분산 산화물의 함량을 더욱 높여서 고온 강도를 더욱 높이려

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가 ODS 합금의 개발에 적극적인데 CEA/Saclay, 

CEA/Grenoble을 중심으로 EU 여러나라의 기관들과 함께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지난 십 수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한 핵융합로 구조용 소재인 

EUROFER (9% Cr 강)을 이용하여 yttria 분말을 첨가한 ODS-EUROFER 합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Bohler사 스위스의 CRPP 그리고 프랑스의 CEA/Grenoble 등에서 

EUROFER 강의 합금분말을 제조한 후 yttria분말과 함께 기계적합금화(mechanical 

alloying, MA) 공정을 통하여 합금 분말을 제조한 후, 시편들을 준비하고 그 특성

들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ODS-EUROFER 합금은 기지 강에 비하여 인장특성이나 크리프 특성이 훨씬 더 

개선되어서 활용온도를 550℃에서 650 혹은 심지어 70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지만, 저온에서의 충격 파괴특성 개선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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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DS-EUROFER 합금 시편에 대하여 네덜란드의 Petten, HFR 원자로를 이용하

여 250-450℃ 온도 영역에서 15 dpa 수준까지 중성자 조사 시험도 수행중이다.

미래형 원자로의 피복관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속 중성자 조사에 의한 조사 

손상 평가가 중요하므로, ORNL 등에서는 450 ~600℃에서 ~200dpa에 이르는 높

은 조사량의 효과를 연구 중에 있으며, 이 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ODS 합금 제조

사가 상용으로 생산하는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의 ODS 합금 관련 연구는 주로 금속간 화합물, 혹은 W 기지 중합금과 

관련하여 대학교의 실험실 규모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한 바 있으나,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ODS 합금개발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국내에서 상용 ODS 합금 

개발을 위해서는 적어도 pilot scale의 ODS 합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 마

련되어 시험 합금의 제조 및 특성 평가가 적절히 추진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재 소재 제조 산업체에서 생산 시설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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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서론

     나노 산화물 분산 강화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합금의 제

조는 산화물의 적절한 분산과 최적의 소결을 통한 강도와 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

하다. 산화물의 분산 방법은 기계적 합금 (mechanical alloying, MA)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수 nm 크기의 산화물을 섞고 ball milling을 통하여 높은 에너지 상태로 

기계적으로 합금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속 분말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형되

며 이 때 산화물은 물리적으로 금속 분말에 섞여 고정된다. 그러나 이 분말 상태의 

합금은 적절한 소결과 성형 과정을 거쳐야 ODS 합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 소결 과정은 물리적으로 입자를 결합시키고 밀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상온 

및 고온에서 소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괴 모양의 합금 

제조가 아닌 경우에도 최종 완성 소결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작업과 연관되어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온 소결 방법의 하나로 graphite mold에 MA 합금 분말을 넣고 1100℃ 이하의 

온도에서 mold의 분말을 가열하면서 누르는 방법으로 합금 분말의 결합을 유도하

는 소결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spark plasma sintering (SPS)으로 알려져 있으

며, sintering 과정에서 mold와 합금 분말 자체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면서 분말의 

가열이 이루어져 합금 분말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 등의 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소결 방법이다. 이 과정은 진공 상태에서 실시하지만 고온의 SPS 공

정에서 graphite mold에 의하여 탄소가 혼입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탄소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충분한 하중을 가할 수 있

다면 SPS 공정을 거쳐 최종 성형 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소결하든 합금 분말의 결합이 완벽하지 않거나 소결 과정을 생략

한 경우에는 고온에서 입자간의 완전한 결합을 얻기 위하여 고온 정수압 (hydro 

isostatic press, HIP)과정에서 입자의 결합을 완성시킨다.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

는 HIP 공정은 최대 압력은 1000MPa 정도로 고정되어 있고, 최고 온도는 1300℃ 

정도이다. HIP 공정을 거친 후 압출, 단조, 열간 및 냉간 압연을 거쳐 최종적인 

ODS 합금이 제조된다. 따라서 MA 316 ODS 및 Wet 316L ODS 합금에서 SPS 

온도가 미세조직과 충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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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공기의 오염으로 보이는 저인성의 특성을 극복할 수 

없었으므로, SPS 소결 처리 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HIP에 의한 분말의 결합

을 강화하고, 열간압연 과정에서 많은 양의 단면수축을 일으킴으로써 합금 분말간

의 결합력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공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austenite 구조의 MA 316L ODS 및 Wet 316L ODS 합금과 ferritic 

martensite steel(FMS)을 제조하고 이 합금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충격에너지 평

가, 인장성질, 크리프 파단 특성, swelling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austenite 구조의 MA 316 ODS 및 Wet 316L ODS 합금과 MA 9Cr 

및 MA 12Cr ferritic martensite steel(FMS) ODS를 제조하고 온도의 변화에 따

른 인장 변형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열간 압연에 의한 압연율의 효

과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원자력용 구조 재료는 가동 환경에 따라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중성자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결함의 형성과 소멸 과정에서 

점 결함, 전위, void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함이 생성된다. 조사 손상은 결함의 집

적이나 소멸 과정에서 재료의 강도는 상승하고, 인성은 저하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구조 재료 중에서 stainless steel은 원자로 환경에서의 내부식성이 우수한 편이

지만, 중성자 조사에 의한 Ni의 n→α 반응으로 형성되는 He의 발생으로 He 

bubble이 형성되어 void를 형성하는 swelling이라는 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ferritic martensitic steel (FMS)는 중성자 조사량이 높은 핵연료 피복

과 재료로 고려되고 있으나 700℃에서는 급격한 강도의 저하가 나타나므로 적용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FMS ODS는 산화물 분산 효과에 의하여 높은 크리

프 저항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차세대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의 후보 재료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MA 9Cr FMS ODS 합금을 제조하여 핵연료 피복관의 가동 

온도로 예상되는 700℃에서의 크리프 파단 거동이 연구되었다. 

원자력용 구조 재료는 가동 환경에 따라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중성자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결함의 형성과 소멸 과정에서 

점 결함, 전위, void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함이 생성된다. 조사 손상은 결함의 집

적이나 소멸 과정에서 재료의 강도는 상승하고, 인성은 저하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용해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stainless steel 316에서 나타나는 swelling 

손상이 나노 산화물 분산 강화 (ODS) 합금에서는 완화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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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4+ 이온을 조사하고, 나노 산화물이 ODS 합금의 나노 경도의 변화와 미세조직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Grade 92b 합금과 상용 ODS MA 956 합금에 대하여 

440 및 570℃에서 Ne 이온을 조사하여 swelling 거동와 void nucleation 거동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austenite 구조의 MA 316 ODS 및 Wet 316L ODS 합금과 ferritic 

martensite steel(FMS)을 제조 공정 변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들 합금에 대

한 미세조직 분석, 충격에너지 평가, 인장성질, 크리프 파단 특성, 이온 조사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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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및 결과

2.1 SPS 분말 소결 특성 평가

2.1.1 서론

  나노 산화물 분산 강화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합금의 제조는 

산화물의 적절한 분산과 최적의 소결을 통한 고온 강도, 적절한 인성, 성형성의 확

보가 가장 중요하다. 산화물의 분산 방법은 기계적 합금 (mechanical alloying, 

MA)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수 nm 크기의 산화물을 섞고 ball milling을 통하여 높

은 에너지 상태로 기계적으로 합금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속 분말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형되며 분말이 파괴되고 재결합

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분말 합금의 크기나 특성은 MA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

며, MA 상태의 분말 합금은 많은 공극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 μm 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적절한 소결과 성형 과정을 거쳐 판재나 봉재로 가공되어야 ODS 합금으

로 사용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산화물은 금속 분말에 섞여 물리적으로 합금 분말 

내에 고정되거나 추후 실시되는 소결 과정에서 재석출되는 과정에서 나노 산화물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ODS 합금을 제조하기 위한 소결 과정은 물리적으로 입자를 결합시키고 밀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소결 방법이 있다. 

ODS 합금의 경우에는 탈기 과정을 거쳐 고온 정수압 하에서 소결을 완성시키는 방

법이나 탈기 처리후 고온 압출 과정을 거치면서 소결이 완료되는 방법도 있다. 또

한 완성 제품을 성형하기 전에 유사한 예비 형상을 갖도록 하는 상온 소결도 있으

며, 이 공정은 최종 완성 소결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작업과 연관되어 있어 필수적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온 소결 방법의 하나로 graphite mold에 MA 합금 분말을 넣고 1100℃ 이하의 

온도에서 mold의 분말을 가열하면서 누르는 방법으로 합금 분말의 결합시키는 소

결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spark plasma sintering (SPS)으로 알려져 있으며, 

sintering 과정에서 mold와 합금 분말 자체를 통하여 전류가 흐르면서 분말의 가열

이 이루어져 합금 분말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 등의 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

을 가진 소결 방법이다. 

SPS 공정은 소결 과정에서의 결정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급속히 

가열하고 단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업은 진공 상태에서 실시하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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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SPS 공정에서 graphite mold에 의하여 공정 조건이 부적절하면 탄소가 혼입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탄소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충분한 하중을 가할 수 있다면 SPS 공정을 거쳐 최종 성형 과정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 316 ODS 및 Wet 316L ODS 합금에서 SPS 온도가 합금 

분말의 소결성에 미치는 영향 및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2.1.2 실험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MA 316L ODS, Wet 316L ODS 의 두 가지 합금이 사용

되었다. MA 316L ODS은 수 μm 정도의 순금속 분말과 Y2O3 나노 산화물을 MA하

여 316L 스테인리스 강 조성이 되도록 한 후, SPS 소결, 열간 압연 과정을 거쳐 

제조하였으며, 자세한 제조 공정은 Fig. 2.1.1에 나타내었다. Wet ODS 316 스테인

리스 강은 316L powder와 yttrium nitrate(YNO3)를 혼합한 후 500℃의 탈기 과

정에서 Y2O3 나노 산화물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Wet 316 

ODS 합금의 제조 공정은 Fig. 2.1.2에 나타내었다. 

이들 합금의 화학 조성과 SPS 온도는 Table 2.1.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SPS 

온도는 MA 316L ODS에서는 850 ~ 1050℃에서, Wet 316L ODS에서는 896 ~ 

950℃에서 실시하였다. SPS 과정에서 가해진 압력은 40 MPa 정도로 유지되었으

며 각 소결 온도에서 5분 유지되었다. 

모든 SPS 조건에서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이 관찰되었으며, 950℃ 

SPS 처리 시험편은 stainless steel로 sealing 처리한 상태에서 1150℃ 및 1250℃

에서 열간 압연(hot rolling, HR)하여 충격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들 시험편은 열간 

압연 후 열처리가 충격 특성에 미치는 효과도 조사되었다. 충격 시험에 사용된 충

격시험편 및 시험기의 특성은 Table 2.1.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2.1.3 결과 및 논의

MA 316L ODS와 Wet 316L ODS의 SPS 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은 Fig. 

2.1.3 ~ 2.1.8에 나타내었다. SPS 처리만 실시한 소결체의 결정립 결합 정도는 소

결체의 외부와 내부를 관찰함으로써 SPS 온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Mold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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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가까운 외부는 1000℃ 이하에서 SPS 작업하면 많은 양의 기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S는 graphite mold를 사용하여 가열하면서 하중을 가하는 방식으로 고온 소결

을 완성하므로 mold 표면으로의 입자의 유동을 충분히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PS 온도의 증가하여 1050℃에 이르면 MA 316 ODS도 void는 거

의 관찰되지 않는다. 중심부는 결정의 결함 정도는 SPS 온도와 합금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지지만, 온도의 증가에 따라 입자의 결합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금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MA 316L ODS는 1000℃ 이하에서는 내부와 외부에

서 모두 void가 관찰되는 반면, Wet 316L ODS은 896 및 950℃에서의 SPS 작업

에 서도 void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이것은 MA 316L ODS의 제조 과정에서 합

금 결정의 충분한 경화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Wet 316 ODS은 MA 공정을 적용하

지 않고 물리적으로 나노 산화물이 결정 내부로 침투되지 않고 SS 316L powder 

그대로 ODS 합금이 제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SPS 소결체의 경도는 SPS 상태에서의 합금의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MA 

316L ODS와 Wet 316L ODS의 SPS 소결체에 대한 Vickers 경도를 측정하여 

Fig. 2.1.9 및 Table 2.1.3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MA 316L ODS는 Wet 316L 

ODS보다 경도가 약 6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산화물을 분산시키고 합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적용한 MA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로 가공 경화되고 산화물이 분산

되었기 때문이다. 고온에서 실시되는 SPS 과정에서 약간의 가공 경화 효과는 사라

지지만, 산화물의 분산 효과는 충분히 유지되는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MA 316 ODS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경도의 변화가 큰 구간이 나타나

는데, 이것은 SPS 과정에서 남은 void의 존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PS 온도가 높아지면 경도는 약간 감소한다. 이것은 MA 과정의 가공 경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SPS 온도가 높아지면 Wet 316L ODS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난다. 

Vickers 경도 측정 면에 대한 미세조직 관찰 결과를 Fig. 2.1.10에 나타내었다. 

시험편에 따른 압흔의 크기는 경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MA 316L ODS에서 높은 

경도를 나타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HIP 처리는 탈기와 

함께 입자의 충분한 결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ODS 제조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합금에 따라 다르지만, 최적의 SPS 공정 조건에서는 SPS 공정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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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합금 분말의 결합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PS 공정에서는 생

산성을 측면에서 단기간 내에 소결을 완성시키므로 미세 입자가 잔류하고 가공 경

화 효과가 부분적으로 남지만, HIP 과정은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수 시간 유지

하는 과정에서 결정 성장은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SPS와 HIP 과정은 이

런 기본적인 특성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제조된 ODS 합금의 사용 온도가 

annealing 온도 구간이라면 SPS 공정에서 잔류한 가공 경화의 장점은 부품의 가동 

시간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MA 316 ODS와 Wet 316 ODS의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기 위하여 

Fig. 1.1.11에 나타낸 KLST 충격 시험편과 가공 방향을 나타내었다. MA 316 

ODS와 Wet 316 ODS는 950℃에서 SPS 실시한 시험편을 1050 및 1150℃에서 

열간 압연하여 열간 압연 온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SPS 및 열간 압연 조건에 따

른 충격에너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Fig. 1.1.12 및 Table 1.1.4에 나타내었다. 

MA 316 ODS는 1150℃에서 열간 압연한 경우보다 1250℃에서 열간 압연하는 

더 높은 충격에너지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열간 압연 후의 1150℃ 2시간 열처리에 

의해서는 충격에너지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Wet 316 ODS는 

1150℃에서의 열간 압연 후 1150℃ 2시간 열처리에 의하여 충격에너지가 약 3J로 

향상되었다. 이것은 열간 압연 과정에서 산화물은 변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므로 

산화물 주위에 많은 결함이 집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형성된 void 등

의 결함이 소멸되고 이와 더불어 산화물과 원자 간의 결합이 향상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2.1.4 결론

1. SPS 공정은 MA 합금 분말을 소결 방법의 하나로 탈기와 소결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2. MA 316L ODS 합금은 SPS 공정만으로는 소결이 완성되지 않으며, 이것은 산

화물 분산과 변형 강화 효과가 잔류하여 소성 유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3. MA 316L ODS 합금을 적절히 소결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50℃ 이상에서 

소결 작업이 필요하고, 적절한 열간 압연 온도는 1250℃ 이상이 필요하다.

4. 충격 시험을 통한 파괴인성은 SPS 소결 후 고온에서의 추가적인 열처리에 의하

여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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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Summary of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the sintering 

conditions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Alloys Chemical composition

Conditions SPS 

Temperature 

[℃]
dispersion

method
sintering

MA 316 ODS Fe-16Cr-15Ni-2Mo-0.3Y2O3-0.2Ti MA SPS
850, 904, 

950, 1050

316L powder Fe-16Cr-15Ni-2Mo-0.3Y2O3-0.2Ti Wet SPS 896, 950

Table 2.1.2. Summary of specification of impact tester for KLST specimen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Conditions Specification

Diemnsion of specimen [mm] 4 × 27 × 3 T

Distance of anvil [mm] 20

Weight Hammer [J]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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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Summary of Hv variation across the thickness of SPS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specimens.

SPS temp[℃] 

distance 

from surface [μm]

850 904 950 1050 896 950

0 475.1 446.3 461.4 516.1 325.7 261.4

200 457.7 268.3 382.5 436.4 202.3 141.8

400 490.7 493.5 231.9 420.7 167.5 132.3

600 480.7 469.2 436.9 432.3 169.4 138.0

800 460.2 457.0 453.6 423.0 174.8 126.7

1000 388.3 465.7 465.4 413.7 174.3 124.8

1200 439.2 481.7 494.2 399.9 174.0 133.9

1400 472.3 459.6 464.2 428.1 174.8 138.2

1600 461.5 445.2 401.8 403.5 162.0 155.8

Table 2.1.4 Summary of impact energy in KLST specimen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Treat Condition Alloys
Hot Roll 

temperature [℃]

Energy 

[J]

Hot Rolled 

1 (wet) 950℃ 1150 1.1

2 (MA) 950℃ 1150 0.9

3 (MA) 950℃ 1250 1.5

1150℃ for 2 Hours

Treatment after HR

1 (wet) 950℃ 1150 3.0

2 1150 0.8

3 125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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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Fabrication process of the MA 316 ODS steel.

Fig. 2.1.2. Fabrication process of the Wet 316 OD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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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side

b) Inside

Fig. 2.1.3. Optical microstructure of SPS sintered at 850℃ in MA 316 ODS 

steels.

a) Outside

b) Inside

Fig. 2.1.4. Optical microstructure of SPS sintered at 904℃ in MA 316 OD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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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side

b) Inside

Fig. 2.1.5. Optical microstructure of SPS sintered at 950℃ in MA 316 ODS 

steels.

a) Outside

b) Inside

Fig. 2.1.6. Optical microstructure of SPS sintered at 1050℃ in MA 316 OD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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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side

b) Inside

Fig. 2.1.7. Optical microstructure of SPS sintered at 896℃ in Wet 316 ODS 

steels.

a) Outside

b) Inside

Fig. 2.1.8. Optical microstructure of SPS sintered at 950℃ in Wet 316 OD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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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Hardness profile across the thickness in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number denote SPS temp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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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S at 850℃ in MA 316 ODS

        

b) SPS at 904℃ in MA 316 ODS

                  

c) SPS at 1050℃ in MA 316 ODS

                  

d) SPS at 950℃ in Wet 316 ODS

                 

Fig. 2.1.10. Microstructure and indentation mark across the thickness in MA 

316 ODS and in Wet 316 ODS in SPS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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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mension of KLST specimen

   

b) configuration of specimen machining

 

Fig. 2.1.1.11. Dimension and configuration of KLST impac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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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2. Impact energy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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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DS 합금 제조 및 특성 평가

2.2.1 서론

    분말야금을 이용한 ODS 합금의 제조는 반드시 소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소

결 공정에 따라 합금의 강도와 인성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ODS 

합금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MA 공정에서 유입되는 Ar 등의 불활성 가스나 합금 

분말의 처리 과정에서 혼입되는 산소와 질소 등은 반드시 탈기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ODS 합금의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이므로 

일본의 경우에는 ODS 제조 공정에서 원천적으로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장치가 

개발되어 실용화 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PS 만을 적용하여 제조한 합금의 분석 결과는 공기의 

오염으로 보이는 저인성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SPS 소결 처

리 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탈기 처리 및 HIP에 의한 분말의 결합을 강화하

고, 많은 열간 압연 변형을 적용함으로써 합금 분말간의 결합력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공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산화물 분산강화형 합금은 고에너지 볼밀(high energy ball-mill)에 

의한 기계적합금화(MA, mechanical alloying)를 거친 후, 고온정수압성형(HIP, hot 

isostatic pressing), 열간 압연 또는 열간 압출에 의하여 제조된다. 기계적합금화는 

미세한 결정립을 얻고 산화물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가의 

장비와 긴 공정 시간을 필요로 하며, 공정 중 볼이나 분위기 기체에 의한 불순물 

오염을 제어하기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기계적합금화 공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트륨 분말을 포함한 합금

의 물분무화(water atomization)[1], 이트륨 염을 이용한 습식 밀링(wet milling) 

[2], chemical socking[3] 그리고 습식 혼합(WM, wet mixing)[4] 등이 보고되었

다. 그 중 습식혼합 공정은 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는 금속염(metallic salts)을 용매

에 용해시킨 후, 고온에서 금속염과 용존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

으로서 합금 내의 용존 산소 및 탄소 함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대량 생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고온 구조재료로 산화물 분산 강화형 합

금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에너지 볼 밀링 공정과 볼 

밀링 공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습식 혼합 공정을 이용하여 산화물 분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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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316L 스테인리스강을 제조 공정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오스테나이트 구조의 MA 316L ODS 및 Wet 316L ODS 합금과 

ferritic martensite steel(FMS)을 제조하고 이 합금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파괴인

성, 인장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2.2.2 실험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MA 316L ODS, Wet 316L ODS, MA 9Cr FMS, MA 

12Cr FMS ODS의 4가지 합금이었다. MA ODS 316와 FMS ODS 합금은 수 μm 

정도의 순금속 분말과 Y2O3 나노 산화물을 MA하여 원하는 합금 조성이 되도록 한 

후, SPS 소결, HIP, 열간압연 과정을 거쳐 제조하였으며, 자세한 제조 공정은 Fig. 

2.1.1에 나타내었다. 

Wet 316L 스테인리스 강은 SS 316L powder와 yttrium nitrate(YNO3)를 혼합

한 후 500℃의 탈기 과정에서 Y2O3 나노 산화물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Wet 316 ODS 합금의 제조 공정은 Fig. 2.1.2에 나타내었다. 

열간 압연 과정에서 충분한 변형을 가할 수 있도록 4kg 정도의 합금 분말을 제조

하여 SPS 공정으로 한 덩어리로 소결하였다. SPS 공정의 소결체의 크기는 직경 

100 x 높이 55 mm 정도되는 크기이며, 최종적인 열간 압연 상태에서 6mm 압연

되는 경우 10:1, 12mm로 압연되는 경우에는 5:1의 단면수축이 일어난다. 

이들 합금의 화학 조성과 열처리 온도는 Table 2.1.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Ball milling 및 Wet 공정으로 제조된 합금 분말은 950℃에서 SPS 방법으로 소결

되었다. SPS 과정에서 가해진 압력은 40 MPa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소결 온도에서 

5분 유지되었다. SPS 공정은 소결 과정에서의 결정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급속히 가열하고 단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합금 분말의 결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950℃에서 4시간 동안 탈리 처리한 후 

1250℃-990MPa에서 4시간 동안 HIP 처리되었다.  탈기 처리는 제조 공정에서 혼

입된 Ar 등의 불활성 가스와 합금 분말이 공기중에 노출되어 오염된 산소 등을 제

거하기 위한 것이다. HIP 처리가 완료된 후 1250℃에서 MA 316L ODS는 두께 

6mm까지, FMS ODS는 크리프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12mm까지 열간 압연되

었다. 열간 압연 판재는 합금의 용도에 적절하게 열처리한 후 광학 및 TEM에 의한 

미세조직이 관찰과 특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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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한 합금의 화학 분석 결과는 Table 2.1.2에 나타

내었으며, 제조하고자 하는 합금의 조성과 유사하였다. 다만, MA 9Cr FMS는 Cr 

함량이 8%로 나타났고, MA 12Cr 합금의 Cr 조성은 11%로 나타났다.

SPS 방법에 의한 소결을 완료한 후 1250℃에서 HIP 완료한 ODS 합금의 형상을 

Fig. 2.2.1에 나타내었다. HIP 완료 후의 소결체 크기는 직경이 약 100mm, 높이가 

약 55mm 정도였다. 

HIP 완료 상태에서는 SS 304 sealing can의 상태가 완벽한 상태이므로, 이 상태

로 1250℃에서 열간 압연하여 MA 316L 및 Wet 316L ODS는 6 mm 열간압연하

였으며, FMS ODS는 12mm 두께로 열간 압연하였다. 열간 압연된 판재의 사진을 

Fig. 2.2.2에 나타내었으며, MA 316L ODS는 균일하게 열간 압연된 반면, Wet 

316L ODS는 외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 FMS ODS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은 

SS 304 sealing can이 ODS 합금과 박리되어 나타난 것이다. 열간 압연된 상태도 

MA 9Cr ODS 보다는 MA 12Cr ODS가 더 잘 압연된 모양을 나타낸다. 

제조한 ODS 합금의 미세조직은 Fig. 2.2.3에 나타내었다. MA 공정으로 제조한 

합금의 결정립은 미세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반면, 상용 316L 합금 분말을 사용

하는 Wet 316L ODS는 결정립이 매우 조대해졌다. 이것은 Wet 316 ODS 제조 과

정에서 분산한 산화물의 분산이 결정립계에 주로 형성되어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

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정상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MA 9Cr ODS, MA 12Cr ODS, MA 316L ODS 합금에 대한 TEM 사진을 Fig. 

2.2.4 ~ 2.2.6에 각각 나타내었다. MA 9Cr ODS 합금은 수 μm 정도의 결정립 크

기를 보이는 반면 MA 12Cr ODS 합금은 1μm 내외의 미세한 결정립 크기를 나타

내고 결정립계에 많은 전위가 집적되어 있다. MA 316L ODS 합금의 결정립 크기

는 1μm 내외이며, 관찰되는 산화물의 크기는 약 50nm 정도이다. 

MA 9Cr ODS, MA 12Cr ODS, MA 316L ODS 합금에 대한 산화물 분포는 Fig. 

2.2.7에 나타내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크기는 20nm이고 대부분은 30nm 

이하의 산화물로 나타났다. 큰 산화물도 관찰되지만 FMS ODS 합금에서 더 미세한 

산화물이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나노 산화물의 분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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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316L ODS와 Wet 316L ODS의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기 위하여 

Fig. 1.1.11에 나타낸 KLST 충격 시험편을 이용하였다. 충격에너지의 변화를 관찰

한 결과를 Table 2.2.3에 나타내었다. 시험편의 모양과 파면 관찰 결과를 Fig. 

2.2.8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MA 12 Cr FMS ODS에서 6.2 ~ 8.5J의 에너지를, 

평균 7.7J의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합금의 종류에 따른 충격에너지를 Fig. 2.2.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MA 9Cr 

FMS ODS가 가장 낮고, MA 316L ODS, MA 12 Cr ODS의 순으로 충격에너지가 

증가하였다. MA 9Cr FMS는 tempered martensite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반면 MA 

12 Cr FMS ODS는 annealed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nealing 처

리에 의한 인성의 증가는 열간 압연 과정에서 산화물은 변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

므로 산화물 주위에 많은 결함이 집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형성된 

void 등의 결함이 소멸되고 이와 더불어 산화물과 원자 간의 결합이 향상되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들 합금의 상온 인장 변형 거동은 Fig. 2.2.10에 나타내었다. 상온 산화물의 분

산이 잘 이루어진 ODS 합금에서는 강도가 높고, 연신률은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

다. 이것은 산화물의 분산이 강도의 증가를 일으키지만 재료 전반에 걸친 소성 변

형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Table 2.2.4 및 2.2.5는 볼 밀링과 습식혼합 방법으로 제조된 분말의 탈기 전과 

후의 성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습식혼합으로 제조된 합금의 산소 및 질소

는 탈기에 의하여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탈기공정 중에 질산염 

이트륨(Y(NO3)3․6H2O)이 산화이트륨(Y2O3)으로 열분해되어 산소와 질소 원소들이 

기체 형태로 시편에서 방출되기 때문이다[5]. 

탄소 함량은 Wet 316L ODS 합금보다 MA 316L ODS 합금에서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볼 밀링 중 탄소를 포함하는 밀링 매체(steel ball)와 밀링 용기(jar)의 충

돌 시 발생하는 철계 마모입자의 혼입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 함량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합금 시간, 밀링 속도와 볼 비율이 증가하게 된

다면 탄소 함량은 이보다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6]. 

산화물 분산강화형 합금에서 고온 인장강도와 크리프 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잉 산소(excess oxygen)[7] 함량을 비교하면 MA 합금에서 Wet 합금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볼 밀링 공정을 수행한 불활성 기체 분위기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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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산소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2.2.11에서는 두 공정으로 제조된 산화물 분산 강화형 316L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볼 밀링에 의해 제조된 Fig 

2.2.11 (a)의 기지 조직의 결정립 크기는 약 15 ㎛ 이며, 습식혼합으로 제조된 Fig 

2.2.11 (b)의 기지조직의 결정립 크기는 약 25 ㎛ 이다. MA 공정으로 제조된 합금

의 결정립 크기가 Wet 공정으로 제조된 합금의 1/2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볼 밀링에 의해 초기분말의 결정립 크기가 미세화되기 때문에 결정립 미세화

공정이 없는 습식혼합 공정에 비하여 최종 결정립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공정으로 제조된 모든 합금에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조대한 산화물

들이 결정 입내와 입계에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시편에서는 열처

리에 의한 쌍정이 관찰되었다. 기계적 밀링 공정이 없는 습식혼합 공정에 의해 제

조된 산화물 분산강화형 합금에서도 결정 입내에서 산화물이 관찰되는 이유는 열간 

가공 공정에서 재결정이 일어날 때 합금 분말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을 결정 입내

로 포함시키면서 결정립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Fig 2.2.12는 습식 혼합법으로 제조한 분산강화형 합금을 박막으로 만든 후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기지조직 내에 존재하는 산화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산화물에 대한 제한시야 회절상(SADP,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에서 측정한 면간거리(1.619, 1.175, 2.315 Å)와 JCPDS에서 발행한 분말

회절결과(1.6322, 1.1516, 2.3892 Å)와 비교한 결과 산화물은 각각 yttrium 

silicate(Y2Si2O7)라고 판단된다. 

이 결과에서 0.8 wt%의 Si이 첨가된 Wet 316L 산화물 분산강화형 스테인리스강

의 산화물은 주로 Y-Si-O형태의 복합산화물을 형성하며 소수의 Si과 O가 결합된 

산화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chida[8]는 

Fe-9Cr-Si-Y2O3 합금 분말에서 산화물을 관찰한 결과에서 Y-Si-O형태의 복합산

화물이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Fig 2.2.13은 두 공정으로 제조된 산화물 분산강화형 합금의 기지조직 내 존재하

는 산화물의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두 공정 모두 50∼200 nm 크기의 산화물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50∼150 nm 크기의 미세산화물은 볼 밀링으

로 제조된 산화물 분산강화형 합금의 경우 약 70%이고, 습식혼합으로 제조된 합금

은 약 47%로 볼 밀링으로 제조된 합금에서 더 미세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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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Fig 2.2.14는 산화물 분산강화형 316L 스테인리스강의 상온(25℃)과 700℃에서 

인장 시험하였을 때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온과 700℃에서의 항복강도는 

기계적합금화로 제조된 합금(M1)이 습식혼합으로 제조된 합금(W2)보다 조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기계적합금화로 제조된 합금이 습식혼합으로 제조된 합금에 비하여 기지

조직의 결정립 크기 및 산화물 크기가 좀 더 미세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Wet 공정으로 제조된 합금의 연신율은 MA 합금의 2배 정도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물 미세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316 스테인리스강과 

유사 조성인 Fe(bal.), Cr(17 wt%), Ni(14 wt%), Mo(2 wt%)에 Y2O3(0.3 wt%)

를 첨가하여 기계적 합금화 공정으로 Si가 0.01 wt% 이하의 성분을 가진 합금을 

제조한 뒤 질산염 이트륨을 첨가하여 습식혼합 방법으로 제조한 후 투과전자현미경

으로 산화물을 관찰하였다. 

Fig 2.2.15는 탄소 추출법(carbon extraction replica) 시편을 만든 후 산화물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상용 316L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산화물 분

산강화형 316L 스테인리스강보다 미세한 산화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산화물의 조

성은 주로 Y-Cr-O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2.16은 316 스테인리스강과 유사 조성으로 제조된 산화물 분산강화형 합

금(MW3)의 산화물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화물의 크기는 10∼30 nm 범위

가 8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i 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스테인

리스강 합금의 경우 습식 공정으로도 100 nm 이하의 미세한 산화물을 분포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용 316L을 사용하여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을 제조할 경

우 조대한 산화물이 형성되는 원인은 Y-Si-O 복합 산화물이 고온에서 쉽게 성장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2.2.17은 316L 스테인리스강과 유사 조성으로 제조된 Wet 316L 합금과 기

존 산화물 분산 강화형 합금의 700oC에서의 인장시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316L 

스테인리스강과 유사 조성으로 제조된 산화물 분산 강화형 합금의 항복강도가 상용 

316L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된 산화물 분산 강화형 합금보다 50~75 MPa 정도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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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결론

1. MA 9Cr ODS, MA 12Cr ODS, MA 316L ODS 합금에 대한 산화물은 미세하고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MA 공정으로 제조한 FMS ODS에서 나노 산

화물의 분포가 잘 나타났다. 

2. MA 공정으로 제조한 MA 9Cr ODS, MA 12Cr ODS, MA 316L ODS 합금은 

1250℃에서의 HIP 처리하여도 미세한 결정립을 유지하는 반면, Wet 316L ODS 

합금은 결정립이 조대하게 성장하였다.

3. KLST 충격 시험편을 이용하여 MA 316L ODS와 Wet 316L ODS 합금에 대한 

파괴인성을 평가한 결과 3 ~ 7J로 나타나 SPS +HIP 공정을 적용하면 현저한 파

괴인성의 증가를 일으킨다.

4. MA 12 Cr FMS ODS는 상온에서 6.2 ~ 8.5J의 충격에너지를 나타내어 

Eurofer ODS 합금의 75%(6J)를 상회하였다. 

5. 12 Cr FMS ODS의 파괴 인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9Cr FMS ODS 는 

tempered martensite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반면 12 Cr FMS ODS는 annealed 조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SS 316L powder와 yttrium nitrate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Wet 316L 합금은 강

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결정립 내부로 산화물을 침투시킬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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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Chemical composition of 316 ODS and FMS ODS alloys.

No  Alloys Chemical Composition  heat treatment

1 MA 316 ODS Fe-16Cr-15Ni-2Mo-0.3Y2O3-0.2Ti
 1150℃-1H, 

 Si<0.09%

2 Wet 316 ODS Fe-16Cr-12Ni-2Mo-0.3Y2O3-0.2Ti

 1150℃-1H, 

commercial 316L, 

Si = 0.9% 

3 9Cr FMS ODS Fe-8Cr-1W-0.2V-0.14Ta-0.3Y2O3

 1050℃-1H + 

750℃-2H

4 11Cr FMS ODS Fe-11Cr-1W-0.2V-0.14Ta-0.3Y2O3  115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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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2. Result of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for 316L ODS and FMS 

ODS alloys [wt.%].

Elements
316 ODS FMS ODS

316L (#1) 316L (#2) 9Cr  (#3) 12Cr (#4)

C 0.110 0.042 0.300 0.041 

S 0.004 0.011 0.003 0.003 

O 0.560 0.290 0.530 0.390 

N 0.023 0.043 0.027 0.021 

Fe 66.100 67.700 89.900 85.800 

Cr 16.200 15.800 8.300 11.100 

Ni 14.600 11.500 < 0.005 < 0.005

W < 0.005 0.007 1.200 1.100 

V < 0.005 0.025 0.170 0.170 

Ta < 0.005 < 0.005 0.130 0.140 

Y 0.200 0.200 0.180 0.200 

Ti 0.230 0.240 < 0.005 < 0.005

Mo 1.900 2.000 0.006 < 0.005

Si 0.089 0.900 < 0.005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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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3. Summary of impact test results in 316 and FMS ODS Alloys.

Alloys Alloy No

Charpy Impact Energy 

(J) at RT

longitudinal

average

316 ODS
#1 3.9

#2 3.7

FMS ODS
#3 2.0

#4 7.7

Table 2.2.4. Chemical composition of austenitic ODS powders before 

degassing. 

Alloys Process
Composition (ppm)

ball mill O N

ball mill MM 510 2060 380

Wet WM 190 6570 1130

                    

Table 2.2.5. Chemical composition of austenitic ODS alloys after degassing.

Alloys
Composition (ppm)

C O N Y Ex.O* 

ball mill 577 2370 770 1700 1911

Wet 199 1776 465 1100 1371

     Ex.O*(Excess oxygen) : total oxygen - oxygen in yttrium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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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 316 and Wet 316 ODS

b) 9Cr FMS and 12 Cr FMS ODS

Fig. 2.2.1. Photographs of sintered 316 and FMS ODS alloys after HIP 

treatment.



- 33 -

a) MA 316 ODS

 

b) Wet 316 ODS

 

c) 9Cr FMS ODS

 

d) 12 Cr FMS ODS

 

Fig. 2.2.2. Photographs of hot rolled 316 and FMS ODS alloys at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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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미세조직

a) MA 

316L 

ODS(#1)

 

b) Wet 

316L 

ODS(#2)

 

c) MA 

9Cr ODS 

(#3)

 

d) MA 

12Cr ODS 

(#4)

 

Fig. 2.2.3. Microstructure of hot rolled and annealed MA 316L, Wet 316L 

and FMS ODS alloys at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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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TEM micrograph showing grain shape in MA 9Cr ODS alloy.

Fig. 2.2.5. TEM micrograph showing grain shape in MA 12Cr ODS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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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TEM micrograph showing oxide dispersion in MA 316L ODS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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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 316L 

ODS(#1)

b) Wet 316L 

ODS(#2)

 

c) MA 9Cr 

ODS (#3)

 

d) MA 12Cr 

ODS (#4)

Fig. 2.2.7. Distribution of oxide particles in MA 316L, Wet 316L, FMS ODS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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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s

Photographs of specimens and fracture surface
 Average 

Impact 

Energy (J) 

at RT
longitudinal transverse longitudinal transverse

316

ODS

#1 3.9

#2 3.7

FMS 

ODS

#3 2.0

#4 7.7

Fig. 2.2.8. Photographs of fractured shape of impact specimens after impact 

tests in 316 and FMS ODS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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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Impact energy by KLST specimen at RT in 316 and FMS ODS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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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0.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in MA 316L, Wet 316L and 

FMS ODS alloys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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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2.11. Microstructures of two austenitic ODS steels after heat 

treatment at 1150℃ for 1 hr treated by: (a) M1: mechanical milling and (b) 

W2: wet mixing.

Y2Si2O7

200nm

(a)

  

000

201 014

213

Z=[182]

(b)

              

Fig. 2.2.12. Oxide particle in austenitic ODS steel: (a) TEM micrograph and 

(b) SA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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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2.13. Size distribution of oxide particles in the matrix of austenitic 

ODS steels: (a) M1: mechanical milling and (b) W2: wet mixing.

      

(a)

                                 

     

(b)

Fig. 2.2.14. Tensile properties of austenitic ODS steels: (a) at room 

temperature(25℃) and (b) at 700℃. (M1: mechanical milling, W2: wet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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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nm       

Fig. 2.2.15. Oxide particles in an austenitic ODS steel without silicon: (a) 

TEM micrograph and (b) EDX result of S1 in (a).

 

Fig. 2.2.16. Size distribution of oxide particles in the matrix of an austenitic 

ODS steel without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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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7. Tensile properties of three austenitic ODS steels at 700℃. (M1: 

mechanical alloying, W2: wet mixing, MW3 : mechanical alloying and wet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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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DS 인장 특성 평가

2.3.1 서론

  나노 산화물 분산 강화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합금의 제조에

서 산화물의 분산 방법은 mechanical alloying (MA)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수 nm 

크기의 산화물을 섞고 ball milling을 통하여 높은 에너지 상태로 기계적으로 합금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속 분말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형되며 이 때 산화물

은 물리적으로 금속 분말에 섞여 고정된다. 그러나 이 분말 상태의 합금은 적절한 

소결과 성형 과정을 거쳐야 ODS 합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소결하든 합금 분말의 결합이 완벽하지 않거나 소결 과정을 생략

한 경우에는 고온에서 입자간의 완전한 결합을 얻기 위하여 고온 정수압 (hydro 

isostatic press, HIP)과정에서 입자의 결합을 완성시킨다.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

는 HIP 공정은 최대 압력은 1000MPa 정도로 고정되어 있고, 최고 온도는 1300℃ 

정도이다. HIP 공정을 거친 후 압출, 단조, 열간 및 냉간 압연을 거쳐 최종적인 

ODS 합금이 제조된다. 

SPS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공기의 오염으로 보이는 저인성의 특성을 극복할 수 

없었으므로, SPS 소결 처리 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HIP에 의한 분말의 결합

을 강화하고, 열간압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압하를 적용함으로써 합금 분말간의 결

합력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공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austenite 구조의 MA 316L ODS 및 Wet 316L ODS 합금과 9Cr 및 

12Cr ferritic martensite steel(FMS) ODS를 제조하고 온도의 변화에 따른 인장 

변형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열간 압연에 의한 압연율의 효과가 강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3.2 실험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MA 316L ODS, Wet 316L ODS, MA 9Cr FMS, MA 

12Cr FMS의 4가지 합금이었다. 열간 압연 과정에서 압연률을 충분히 줄 수 있도

록 4kg 정도의 합금 분말을 제조하고 SPS 방법으로 950℃에서 한 덩어리로 소결

하였다. 이 경우 직경 100 x 높이 55 mm 정도되며, 최종적인 열간 압연 과정에서 

6mm 압연되는 경우 9:1, 12mm로 압연되는 경우에는 4.5:1의 단면수축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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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 316L ODS 및 Wet 316L ODS 합금은 두께 1.5mm까지 압연하여 열간 가

공량의 효과를 시험하였다.

MA 316L ODS와 FMS ODS 합금 제조 방법은 수 μm 정도의 순금속 분말과 

Y2O3 나노 산화물을 mechanical milling하여 원하는 합금 조성이 되도록 한 후, 소

결, HIP, 열간 압연 과정을 거쳐 제조하였으며, 자세한 제조 공정은 Fig. 2.1.1에 

나타내었다. 

Wet 316L ODS 합금 제조 방법은 SS 316L powder와 yttrium nitrate(YNO3)를 

혼합한 후 500℃의 탈기 과정에서 Y2O3 나노 산화물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

용한 것이다. Wet 316 ODS 합금의 제조 공정은 Fig. 2.1.2에 나타내었다. ODS 합

금의 목표 조성과 열간 압연 후의 열처리 공정은 Table 2.1.1에, 이들 합금의 화학 

조성은 Table 2.1.1에 요약되어 있다.

ODS 합금의 제조 공정은 2.2의 ODS 합금 제조 및 특성 평가 부분에 자세히 기

술되어 있다. 합금 분말의 결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950℃에서 4시간 동안 탈기 

처리한 후 1250℃-990MPa에서 4시간 동안 HIP 처리되었다. HIP 처리가 완료된 

후 1250℃에서 316 ODS는 두께 6mm까지, FMS ODS는 크리프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12mm까지 열간 압연되었다. MA 316L ODS 및 Wet 316L ODS 합금은 

두께 1.5mm 까지 2차에 걸쳐 열간 압연되었다. 

인장시험은 상온부터 700℃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며, 사용한 장비는 

Instron 4505 static machine을 사용하였다. 시험 온도는 인장시험편에 thermo 

couple을 부착하여 확인하였으며, ±2℃ 에서 30분 유지된 후 6.6 x 10-5/s의 변형

률로 인장 시험되었다. 인장 시험편은 고온에서 시험이 용이하도록 pin type으로 

시험편을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도면은 Fig. 2.3.1에 나타내었다. 

2.3.3 결과 및 논의

HIP 처리 후 1250℃에서 6 mm로 열간 압연한 MA 316L ODS, Wet 316L 

ODS, MA 9Cr FMS ODS, MA 12Cr FMS ODS 합금에 대하여 상온에서 700℃까

지 인장 시험하여 언은 응력-변형 곡선을 Fig. 2.3.2 ~ 2.3.5에 각각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MA 316L ODS와 Wet 316L ODS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률이 감소한다. 아울러 500℃에서는 두 합금에서 공히 serration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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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들 합금의 조성이 316 스테인리스 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

인리스 강에서 나타나는 serration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MA 9Cr 및 MA 

12Cr FMS ODS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지만 연신률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serration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2.3.6 ~ 2.3.8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MA 316L ODS, Wet 316L ODS, 

MA 9Cr FMS ODS, MA 12Cr FMS ODS의 상온, 500℃, 700℃에서의 응력-변형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2.3.6에 보인 상온 결과에서 MA 9Cr FMS ODS, MA 12Cr FMS ODS는 

MA 316L ODS에 비하여 항복 강도는 높고 연신률은 낮다. Fig. 2.3.7에 보인 바와 

같이 500℃에서 MA 9Cr FMS ODS, MA 12Cr FMS ODS는 MA 316L ODS에 비

하여 항복 강도는 높고 인장 강도는 비슷해지며 연신률은 낮다. 그러나 상온에서 

보다는 높은 연신률을 보인다. 

Fig 3.1.8에 보인 바와 같이 항복 강도는 MA 316L ODS가 가장 높고, MA 9Cr 

및 MA 12 Cr FMS ODS는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Wet 316L ODS는 항복 강도는 

가장 낮지만 연신률을 가장 크다. 

MA 316L ODS, Wet 316L ODS의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를 Fig. 2.3.9에 함께 

비교하였다. MA 316L ODS는 Wet 316L ODS보다 항복 강도는 80% 이상 높지

만, 연신률은 반 정도로 낮다. 항복 강도는 700℃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

이는 반면, 인장 강도는 500℃이상에서 급격히 떨어진다. 이것은 500℃ 이내에서 

기지 내에 작용하는 강화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현상은 침입형 및 

치환형 원자와 전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MA 9Cr FMS ODS, MA 12Cr FMS ODS의 온도에 따른 항복 및 인장 강도를 

Fig. 2.3.10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온도의 증가에 따른 강도의 감소 효과는 MA 

316L ODS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MA 316L ODS나 FMS ODS는 같

은 Fe를 기지 조성으로 하고 있지만, 합금 원소의 양은 MA 316L ODS에서 높기 

때문에 고용 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2.3.11에는 1250℃에서 2mm 까지 열간 압연한 MA 316L ODS의 온도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상온에서의 인장 강도와 연신률은 6mm 까

지 압연한 재료와 비슷하지만 항복 강도는 2차 열간 안엽에 의하여 100MPa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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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2에는 1250℃에서 2mm 까지 열간 압연한 Wet 316L ODS의 온도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MA 316L ODS와는 달리 2차 열간 압연에 

의하여 거의 인장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Wet 316L ODS

의 기지는 상용 316 합금 분말이므로 산화물의 분산니 MA 316L ODS와는 다르고 

고온에서 결정립 성장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2.3.13에는 상온과 700℃에서 압연 방향 및 횡 방향 시험편에 대한 응력 

변형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길이 방향과 횡 방향의 연신률 차이는 3% 이내로 나

타났으며, 매우 등방적인 성질을 갖는다. 이것은 상용 스테인리스 강과는 현저히 다

른 거동이다. 

Fig. 2.3.14에는 1250℃에서 2mm 까지 열간 압연한 MA 316L ODS와 Wet 

316L ODS의 항복 및 인장 강도를 비교한 것이다. MA 316L ODS의 항복 강도는 

상온에서는 Wet 316L ODS보다 약 350 MPa가 높으며 온도의 증가에 따라 700℃

에서도 150 MPa 정도가 높다. 또한 MA 316L ODS 합금의 항복 강도는 Wet 

316L ODS의 인장 강도와 유사한 값이다. 700℃에서는 MA 316L ODS의 항복 강

도는 Wet 316L ODS보다 150 MPa가 높고, 인장 강도는 70 MPa가 높다. 이들 인

장 성질은 Table 2.3.1에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Fig. 2.3.15에는 MA 316L ODS 합금에서 열간 압연의 양의 효과를 비교하여 나

타낸 것이다. 열간 압연 양의 증가에 따라 항복 강도는 상온에서는 100 MPa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장 강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70

0℃에서의 강도의 증가 효과는 10MPa 정도에 그치지만, 연신률을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간 압연 양의 증가 효과가 700℃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

은 700℃에서의 연화 현상은 물성 고유의 성질에 기인한 반면, 연신률은 산화물과 

결정 입자의 결합이나 산화물의 분포 상태에 기인하므로 열간 압연 양의 증가가 영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Fig. 2.3.16은 SS 316LN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ODS 합금의 온도에 따른 항복 

강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SS 316LN의 항복 강도는 상용 316L 분말을 이용

하여 제조한 Wet 316L ODS와 유사하다. 이것은 상용 316L 분말의 특성은 용해 

후 급냉 과정을 거쳐서 분말을 만들어 상용 316L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MA 방법으로 제조한 MA 316 ODS를 6 mm까지 열간 압연한 경우 상온 항복 

강도는 약 200MPa 가량 높고, 2 mm까지 열간 압연한 경우 상온 항복 강도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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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MPa 정도 높다. 이런 경향은 약 600℃까지 유지되지만 700℃에서는 그 차이

가 줄어들어 약 150 MPa 정도 높다. 그러나 이 값은 상용 SS 316LN 합금의 항복 

강도보다 100% 정도 높은 값이다. 항복 강도는 구조물의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강

도를 의미하므로, 설계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항복 강도가 설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MA 방법으로 제조한 ODS 합금은 항복 강도 때문에 상용 stainless steel

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Fig. 2.3.17은 SSl 316LN과 ODS 합금의 인장 강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합금의 종류에 따른 인장 강도의 거동은 항복 강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SS 

316LN과 Wet 316L ODS의 인장 강도는 500℃ 이하에서는 wet 316 ODS가 약간 

높지만 500℃까지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의 감소가 빠르게 나타난다. 반면, 열

간 압연으로 두께 6 mm와 2 mm까지 압연한 MA 316 ODS 합금은 600℃까지는 

약 200 MPa 정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700℃ 부근에서는 SS 316LN보다 약간 

낮아진다. 이것은 ODS 합금은 강도는 높지만 연신률이 낮아서 인장 강도까지 변형

하는 동안의 강화 효과가 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700℃에서의 인장 강도가 낮아도 이것이 MA 316L ODS 합금의 물성을 대표하

는 것은 아니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의 측면에서는 항복 강도가 중요한 판

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 중성자 조사에 의한 취화 저항성이나 크리프 저

항성 등은 상용 합금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ODS 합금의 효용성은 크다.

Fig. 2.3.18은 상용 9Cr FMS 합금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MA 9Cr 및 MA 12 

Cr FMS ODS 합금의 온도에 따른 항복 강도를 비교한 것이다. 500℃ 내외의 중간 

온도 영역에서는 상용 9Cr FMS 합금의 항복 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700℃에서는 ODS 합금들의 항복 강도가 80 MPa 정도 높다. 

이 80 MPa 자체는 큰 차이가 아닐지 모르지만 FMS의 항복 강도에 비하여 약 

50% 정도 높은 값이다. 또한 MA 9Cr 및 MA 12 Cr FMS ODS 합금은 크리프 시

험용으로 열간 압연하는 과정에서 13 mm까지 압연하여 단면 수축 비율은 약4:1 

정도되어 충분한 입자간의 결합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열간 

압연 과정에서 압하율을 높일 경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절에 기술된 MA 9Cr 및 MA 12 Cr FMS ODS 합금에 대한 크리프 시험 

결과는 정상 상태(steady state) 크리프 변형률이 상용 9Cr FMS에 비하여 훨씬 

낮고, 이것은 산화물 분산 강화 효과에 따라 입계 void 형성이 억제되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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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즉, 현재의 상태에서도 크리프 저항성은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Fig. 2.3.19는 상용 9Cr FMS 합금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MA 9Cr 및 MA 12 

Cr FMS ODS 합금의 온도에 따른 인장 강도를 비교한 것이다. MA 9Cr FMS 

ODS는 상용 9Cr에 비하여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지만, MA 12 Cr FMS ODS는 

상온에서는 약 110 MPa 정도 높다. 이와 같은 강화 거동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감

소하며 700℃에서는 10 MPa 정도 높다. 

Fig. 2.3.20에는 본 연구에서 소규모로 제조한 ODS 합금에 대한 700℃에서의 응

력-변형 곡선이다. Y2O3를 0.5% 첨가하여 제조한 MA 316L ODS 합금의 항복 강

도는 700℃에서 416 MPa로 나타났으며 연신률을 19.6%로 나타났다. Ferritic 기

지의 합금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지만 연신률은 증가하는 특성과 연

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 합금에 대한 인장 성질은 Table 3.1.2에 종합하여 나타

내었다.

2.3.4 결론

1. 700℃에서 MA 316L ODS, Wet 316L ODS, MA 9Cr FMS, MA 12Cr FMS의 

4가지 합금의 항복 강도를 비교한 결과, 항복 강도는 MA 316L ODS가 가장 높고, 

MA 9Cr 및 MA 12 Cr FMS ODS는 유사하다. 

2. 85% 정도의 단면 수축을 일으키도록 6 mm 까지 열간 압연한 MA 316L ODS

는 Wet 316L ODS보다 항복 강도는 80% 이상 높지만, 연신률은 반 정도이다.

3. MA 9Cr FMS ODS, MA 12Cr FMS ODS의 온도에 따른 항복 및 인장 강도의 

감소 거동은 MA 316L ODS에 비하여 더 급격히 나타난다. 이것은 MA 316L ODS

나 FMS ODS는 같은 Fe를 기지 조성으로 하고 있지만, 합금 원소의 양은 316L 

ODS에서 높기 때문에 고용 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사라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4. 1250℃에서 2mm 까지 열간 압연한 MA 316L ODS의 온도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을 비교한 것으로, 상온에서의 인장 강도와 연신률은 6mm 까지 압연한 재료와 

비슷하지만 항복 강도는 2차 열간 압연에 의하여 100MPa 이상 증가한다.

5. 스테인리스강 316LN의 항복 강도는 상용 316L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wet 

316L ODS와 유사하지만, MA 방법으로 제조한 MA 316L ODS의 항복 강도는 열

간 압연량에 따라 달라지며 2 mm까지 열간 압연하면 상온 항복 강도는 약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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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정도 높게 나타난다.

6. 500℃ 내외의 중간 온도 영역에서는 상용 9Cr FMS 합금의 항복 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700℃에서는 ODS 합금들의 항복 강도가 80 MPa 정도 

높으며 이것은 상용 FMS 합금의 항복 강도보다 50% 정도 봎은 값이다.

7. 고강도용으로 제조한 ODS 합금에 대한 700℃에서의 응력-변형 곡선으로, MA 

과정에서 Y2O3를 0.5% 첨가한 제조한 MA 316L ODS 합금의 700℃ 항복 강도는 

416 MPa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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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1 Summary of tensile results in 316 ODS and FMS ODS alloys.

시험시편

공정 인장시험

제조

방법

HR수

, mm

최종 

열처리/시간

(oC/H)

Temp.

(oC)

방

향

speed  

(mm/min), 

starin rate

YS

(MPa)

UTS

(MPa)

E

(%)

316

ODS

1 MA

1, 6 1150/1 25 L 3, 2x10-3/s 529.59 799.9 31.7 

1, 6 ” 25 L 0.1, 6.6x10-5/s 478.83 820.0 35.3 
1, 6 ” 500 L 0.1, 6.6x10-5/s 342.31 648.0 29.7 
1, 6 ” 700 L 0.1, 6.6x10-5/s 255.68 282.1 13.4 

2, 2 ” 25 L 0.1, 6.6x10-5/s 612.60 863.5 33.6 

2, 2 ” 200 L 0.1, 6.6x10-5/s 554.8 741.6 21.8 

2, 2 ” 400 L 0.1, 6.6x10-5/s 481.18 706.1 27.1 

2, 2 ” 600 L 0.1, 6.6x10-5/s 422.87 567.5 22.9 

2, 2 ” 700 L 0.1, 6.6x10-5/s 256.86 296.0 19.3 

2 WM

1, 6 ” 25 L 3, 2x10-3/s 271.41 597.3 56.0 

1, 6 ” 25 L 0.1, 6.6x10-5/s 278.03 639.2 59.9 
1, 6 ” 500 L 0.1, 6.6x10-5/s 189.63 509.6 39.9 
1, 6 ” 700 L 0.1, 6.6x10-5/s 129.65 237.2 35.2 

2, 2 ” 25 L 0.1, 6.6x10-5/s 250.00 626.1 73.9 

2, 2 ” 200 L 0.1, 6.6x10-5/s 188.16 500.5 43.1 

2, 2 ” 400 L 0.1, 6.6x10-5/s 172.48 514.0 47.7 

2, 2 ” 600 L 0.1, 6.6x10-5/s 131.03 371.8 30.5 

2, 2 ” 700 L 0.1, 6.6x10-5/s 107.11 221.9 32.4 

2, 2 ” 25 T 0.1, 6.6x10-5/s 250.88 617.6 75.9 

2, 2 ” 700 T 0.1, 6.6x10-5/s 144.26 254.2 18.0 

FMS

ODS

3 MA

1, 6 1050/1 750/2 25 L 3, 2x10-3/s 494.26 670.4 14.0 

1, 6 ” ” 25 L 0.1, 6.6x10-5/s 549.39 714.0 14.9 
1, 6 ” ” 500 L 0.1, 6.6x10-5/s 385.24 444.0 8.4
1, 6 ” ” 700 L 0.1, 6.6x10-5/s 192.96 229.5 20.6 

4 MA

1, 6 1150/1 25 L 3, 2x10-3/s 618.58 765.7 15.9 

1, 6 ” 25 L 0.1, 6.6x10-5/s 615.64 825.2 12.9 
1, 6 ” 500 L 0.1, 6.6x10-5/s 367.46 498.7 19.4 
1, 6 ” 700 L 0.1, 6.6x10-5/s 186.40 230.0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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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2. Summary of tensile results in austenite ODS alloys.

YS/UTS (MPa) / Elongation(%)

R.T. 600℃ 700℃

316LN 339 / 681 / 65.3 150 / 454 / 42.8 139 / 378 / 46.3

311 (MA) 167 / 454 / 39.2 158 / 322 / 33.5

321 (ODS) 307 / 644 / 36.8 169 / 434 / 31.0 170 / 322 / 27.2

331 (ODS) 323 / 681 / 53.8 181 / 482 / 42.9 170 / 330 / 30.4

341 (ODS) 399 / 766 / 39.7 216 / 527 / 45.6 211 / 355 / 25.2

351 (ODS) 1003 / 1163 / 31.5 741 / 833 /15.9 416 / 454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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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Dimension of tensil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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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in MA 316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into 6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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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in MA 316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into 6 mm thickness.



- 55 -

0 5 10 15 20 25
0

200

400

600

800

1000

 

 
S

tre
ss

 (M
P

a)

Strain (%)

 9Cr FMS ODS 25oC
 9Cr FMS ODS 500oC
 9Cr FMS ODS 700oC

Fig. 2.3.4.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in 9Cr FMS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into 12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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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5.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in 12Cr FMS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into 12 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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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6.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tested at RT in 316 ODS and 

FMS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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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7.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tested at 500℃ in 316 ODS 

and FMS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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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8.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tested at 700℃ in 316 ODS 

and FMS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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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9. Yield and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alloys hot rolled at 1250℃ into 6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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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0. Yield and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 in 9Cr and 12Cr FMS 

ODS alloys hot rolled at 1250℃ into 6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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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1.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in MA 316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into 2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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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2.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in Wet 316 ODS alloy hot rolled at 1250℃ into 2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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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3.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in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 in Wet 316 ODS alloy, showing isotropic tensil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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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4. Yield and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alloys hot rolled at 1250℃ into 2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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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5. Yield and tensile stress with temperature in MA 316 ODS and 

Wet 316 ODS alloys hot rolled at 1250℃ into 2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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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6. Comparison of yield strength in SS 316 LN, Wet 316, and MA 

316 ODS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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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7. Comparison of tensile strength in SS 316 LN, Wet 316, and MA 

316 ODS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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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8. Comparison of yield strength in 9Cr FMS, 9Cr FMS ODS and 

12Cr FMS ODS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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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9. Comparison of tensile strength in 9Cr FMS, 9Cr FMS ODS and 

12Cr FMS ODS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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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0.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s tested at 700℃ in austenite 

316 ODS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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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MS ODS에 대한 크리프 특성평가

2.4.1 서론

    원자력용 구조 재료는 가동 환경에 따라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중성

자에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결함의 형성과 소멸 과

정에서 점 결함, 전위, void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 결함이 생성되어 조사 손상

을 일으킨다. 조사 손상의 대표적인 형태는 결함의 집적이나 소멸 과정에서 재료의 

강도는 상승하고, 인성은 저하되는 것이다. 

구조 재료 중에서 스테인리스 강은 원자로 환경에서의 내부식성이 우수한 편이지

만, 중성자 조사에 의한 Ni의 n→α 반응으로 형성되는 헬륨(He)이 생성된다. 스테

인리스 강에서 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He은 He bubble을 형성하고 결합 및 성장하

여 void나 cavity를 형성한다. 이 손상 기구는 swelling이라고 불리며 스테인리스 

강은 이 형태의 손상에 취약한 것이 큰 단점이다. 

니켈(Ni)을 포함하지 않은 ferritic martensitic steel (FMS)는 swelling에 대한 

저항성이 크므로 중성자 조사량이 높은 핵연료 피복과 재료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

나 FMS는 600℃ 이상에서 급격한 강도의 저하가 일어나며, 700℃ 부근에서는 

Fe-Cr 합금계에 존재하는 시그마상의 형성과 분해와 관련하여 강도와 크리프 파단 

특성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적용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나노 산화물을 분산시킨 FMS ODS는 산화물 분산 효과에 의하여 높

은 크리프 저항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차세대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의 후보 

재료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 공정으로 제조한 MA 9Cr FMS ODS 

합금을 제조하여 핵연료 피복관의 가동 온도로 예상되는 700℃에서의 크리프 파단 

거동이 조사되었다. 

2.4.2 실험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Mechanical Alloying (MA) 방법으로 제조한 MA 9Cr 

FMS ODS 합금이 제조되었다. 목표 조성과 처리 조건은 Table 2.4.1에 합금의 화

학 조성은 Table 2.1.2(#3)에 나타내었다.

MA 9Cr FMS ODS 합금은 수 μm 정도의 금속 분말과 Y2O3 나노 산화물을 MA

하여 9Cr 합금이 되도록 한 후, 소결, HIP, 열간 압연 과정을 거쳐 제조한 ODS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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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자세한 제조 공정은 Fig. 2.1.1에 나타내었다. 

크리프 실험은 700℃에서 실시되었으며, 높은 응력에서 가속 실험 실시하였다. 

가열로 내부의 온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시험편을 설치하고 시험은 ± 1℃이내에

서 실시되었다. MA 9Cr FMS ODS 합금에 대하여 크리프 특성 평가는 700oC에서 

160, 140, 120, 100, 80, 70 MPa 응력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2.4.3 결과 및 논의

  실험에 사용한 9Cr FMS ODS 합금의 미세조직은 Fig. 2.4.1에 나타내었다. 결

정립은 매우 미세하여 수 μm 이내이고 산화물로 보이는 게재물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리프 파단 시험편의 사진을 Fig. 2.4.2에 나타내었다. 시험편의 파단은 시험편

의 fillet에 가까운 gage 부분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이것은 HIP 처리후 두께가 약 

50 mm 정도인 합금을 두께 13 mm 정도의 두께로 열간 압연하는 과정에서 충분

한 합금 분말의 소성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크리프 파단 시험이 끝난 시험편의 미세조직을 SEM으로 조사하여 Fig. 2.4.3 ~ 

2.4.6에 나타내었다. 120 MPa 및 100 MPa의 각 단면 사진을 보면 입계 및 입내

에 분포되는 미세한 석출물들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분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석출물들은 고온의 크리프 조건에서 보다 장시간이 되면 

크게 성장되며 보다 분명하게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2.4.7은 100 MPa의 크리프 파단된 시편의 단면 길이방향에 대하여 광학현

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본 ODS 합금은 일반 FMS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크

리프 cavity나 void 들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파단된 선단 끝 부위에 균열 및 

cavity들이 조금 관찰되지만 그 양은 매우 적으므로, 장시간에서도 크리프 cavity들

의 생성은 일반 FMS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ODS 합금은 크리프 변형이 잘되지 않으며 크리프 연신율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 강이나 FMS에 비하여 낮게 되며 크리프 강도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크리프 파면을 보면 단시간의 파단 시간이어서 두 시편 모두 입내파괴

(transgranular fracture) 모드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0 MPa의 고응력 

시편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파면은 연성 파면을 보이는데, 이러한 것

은 아직 크리프 손상에 의한 파단이라기보다는 크리프 응력에 의한 파단이 우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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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SEM 관찰 결과 결정립계에 void가 관찰되었으며, 이것은 MA 9Cr FMS ODS 합

금 제조 과정의 불균일성 때문으로 보인다. 응력이 감소함에 따라 void가 관찰되는 

빈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void를 형성하기 위한 임계 응력이 존재하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MA 9Cr FMS ODS 합금의 산화물 분포와 미세조직

의 불균일한 부분이 있고, 따라서 부분적으로 특성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크리프 파단 실험에서 파단된 시험편의 결과를 Table 2.4.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

다. 700℃에서의 항복 강도의 85%에 이르는 160 MPa에서는 불과 10시간 만에 

파단되었다. 100 MPa에서 276시간의 파단시간 결과를 보였으며, 보다 장시간의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80 MPa, 70 MPa의 저응력 시험 결과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MA 9Cr FMS ODS 합금의 기본적인 물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열간 압연 과정에서 외곽 부분의 소성 변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균일성에 기인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2.4.8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80 MPa, 70 MPa의 크리프 곡선을 나타낸 것

으로 크리프 변형률은 일반 FMS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크리프 

영역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보면 700oC의 일반 FMS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70MPa 시편의 크리프 속도는 

5.67x10-10 (1/s)의 낮은 속도를 보였다. 

Fig. 2.4.9는 파단된 4개 시편의 크리프 응력과 파단시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다 장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10,000의 파단시간에서 크리프 

응력은 약 63 MPa이 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Fig. 2.4.10는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와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크리프속

도와 응력의 관계는 선형관계, 즉 Norton power law,  
의 관계를 잘 따르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결과로 보아서 크리프 변형은 전위의 상승(climb of 

dislocation)이 주도하며 power law creep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4 결론

1. 120 MPa 및 100 MPa의 각 단면은 입계 및 입내에 분포되는 미세한 석출물들

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 FMS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크리프 cavity 

나 기공들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 75 -

2. 파단된 선단 끝 부위에 균열 및 cavity들이 조금 관찰되지만 그 양은 매우 적으

므로, 장시간에서도 크리프 cavity들의 생성은 일반 FMS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3. 크리프 파면을 보면 단시간의 파단 시간이어서 두 시편 모두 입내파괴

(transgranular fracture) 모드가 우세하지만, 120 MPa의 고응력 시편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부 파면은 연성 파면을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아직 크리프 

손상에 의한 파단이라기보다는 크리프 응력에 의한 파단이 우세하였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4. 2차 크리프 영역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보면 700oC의 일반 FMS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70 MPa 시편의 크리프 

속도는 5.67x10-10 (1/s)의 낮은 속도를 나타내었다.

5. 높은 응력에서 가속 실험된 4개 시편의 크리프 응력과 파단시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다 장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10,000의 파단시간에서 

크리프 응력은 약 63 MPa이 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6.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와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크리프속도와 응력의 

관계는 선형관계, 즉 Norton power law,  
의 관계를 잘 따르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7. 크리프 변형이 Power law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크리프 변형은 전위의 

상승(climb of dislocation)이 주도적인 과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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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1. Chemical composition of MA 9Cr FMS ODS alloy for creep test.

 Alloy Chemical Composition Heat Treatment

9Cr FMS ODS Fe-9Cr-1.1W-0.2V-0.14Ta-0.3Y2O3

1050℃-1H + 

750℃-2H

Table 2.4.2. Summary of creep test results for MA 9Cr FMS ODS.

Sp.-ID

Temp

.

(oC)

Applied 

stress 

(MPa)

Time to 

rupture (h)

Rupture 

elongation 

(%)

Steady state 

creep rate 

(1/s)

Remark

3-1 700 160  10 11.3 -

3-2 700 140  20 7.0 -

3-3 700 120  71.6 5.9 1.11x10-7

3-4 700 100 276.7 5.3 4.50x10-9

3-5 700 80 1204 3.2 6.38x10-10

3-5 700 70   6.38x10-10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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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cal micrographs in the plate normal section in MA 9Cr FMS ODS 

b) optical micrographs in the longitudinal normal section in MA 9Cr FMS ODS 

Fig. 2.4.1. Optical microstructure of the MA 9Cr FMS ODS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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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2. Photographs of the crept MA 9Cr FMS ODS alloy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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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section

  

b) 

fracture 

surface

 

 

Fig. 2.4.3. SEM microstructure of the MA 9Cr FMS ODS specimen crept at 

700℃ under 16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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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section

 

b) 

fracture 

surface

 

Fig. 2.4.4. SEM microstructure of the MA 9Cr FMS ODS specimen crept at 

700℃ under 14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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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section

   

b) 

fracture 

surface

  

Fig. 2.4.5. SEM microstructure of the MA 9Cr FMS ODS specimen rept at 

700℃ under 12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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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section

   

b) 

fracture 

surface

 

Fig. 2.4.6. SEM microstructure of the MA 9Cr FMS ODS specimen crept at 

700℃ under  10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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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7. Optical microstructure of the MA 9Cr FMS ODS specimen crept 

at 700℃ under 10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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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8. Creep strain with time at 700℃ in MA 9Cr FMS ODS under 70 

and 8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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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9. Prediction of creep rupture strength in 10,000 hours at 700℃ in 

MA 9Cr FMS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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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0. Fitting of steady state creep rate for prediction of creep rupture 

time in MA 9Cr FMS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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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온 조사 특성평가

2.5.1 서론

      원자력 구조 재료는 가동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속중성자에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결함의 형성과 

소멸 과정에서 점 결함, 전위, void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함이 생성된다.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조사 손상은 결함의 집적이나 소멸 과정에서 재료의 강도는 상승하

고, 인성은 저하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구조 재료 중에서 스테인리스 강은 원자로 환경에서의 내부식성이 우수한 편이

다. 그러나 중성자 조사에 의한 Ni의 n→α 반응으로 형성되는 헬륨(He)이 형성되고 

이 He은 cavity나 void를 형성하여 부피가 팽창하는 조사 손상을 일으킨다. 이런 

형태의 손상 기구는 swelling이라고 불리며 스테인리스 강이 원자로 재료로 사용되

는데 제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용해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stainless steel 316에서 나타나는 swelling 

손상이 나노 산화물 분산 강화 (ODS) 합금에서는 완화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e4+ 이온을 조사하고, 나노 산화물이 ODS 합금의 나노 경도의 변화와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5.2 실험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Mechanical Alloying (MA) 316L 

ODS, Wet 316L ODS, 상용 스테인리스 강 316L의 세 가지 합금이 사용되었다. 

이들 3가지 합금의 화학 조성을 Table 5.1.1에 나타내었다. 또한 상용 MA 956, 

Inconel 800H, FMS T92b 합금에 대하여 이온 조사 효과가 관찰되었다. 

  MA 316L ODS는 수 μm 정도의 금속 분말과 Y2O3 나노 산화물을 mechanical 

alloying하여 SS 316L 스테인리스 강 조성이 되도록 한 후, 소결, HIP, 열간 압연 

과정을 거쳐 제조한 ODS 합금으로 자세한 제조 공정은 Fig. 2.1.1에 나타내었다. 

Wet 316L ODS 스테인리스 강은 SS 316L 분말과 yttrium nitrate(YNO3)를 혼합

한 후 탈기 과정에서 Y2O3 나노 산화물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Wet 316L ODS 합금의 제조 공정은 Fig. 2.1.2에 나타내었다. 

  이들 3가지 합금을 10 x 10 x 0.4 mm 크기로 절단하여 표면의 변형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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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전해 연마하였다. 이 시험편을 Fe4+ 이온으로 손상의 크기가 10 dpa가 

되도록 300℃에서 조사한 후 TEM을 이용하여 이온 조사 손상 부위를 관찰하였다. 

이온 조사 시험 조건은 Table 2.5.2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이온 조사에 의한 ODS 합금의 swelling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Ne ion을 

상용 MA 956합금과 Garde 92합금에 조사하였으며, 이온 조사 조건은 Table 

5.1.4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이온 조사 전에 시험편의 표면은 #2400 SiC paper

에 연마 후 전해 연마하였다. 

  MA 956 합금과 Grade 92 합금은 122MeV의 20Ne7+으로 2x10-4Pa에서 440 

및 570℃에서 조사 손상 및 과 Ne의 농도가 1dap/0.12 at%, 5dpa/0.6 at%, 

10dpa/1.2 at%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조사 손상 계산에는 SRIM96 code가 사용

되었다. 20Ne7+이온 조사 조건은 Table 2.5.3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조사 손상의 범위는 2μm 이내로 예측되었으며, 이 깊이까지 나노 압흔을 이용하

여 깊이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온 조사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이

온 조사하지 않은 시험편의 경도도 함께 관찰되었다. 각 시험편에 대하여 30개의 

지점에 대하여 경도를 측정한 후 평균하여 경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나노 압입자

를 이용한 경도 측정 방법은 일정한 깊이까지 압입자를 누르면서 깊이에 따른 실시

간의 경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온 조사 효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 시험

편에서 가장 높은 경도를 보이는 100nm 구간에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2.5.3 결과 및 논의

      이온 조사에 사용한 MA 316L ODS 합금에 대한 TEM 미세조직 관찰 결과

를 Fig. 2.5.1에, 산화물 분포 상태를 Fig. 2.5.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MA 316L 

ODS 합금은 1250℃에서 HIP 처리되고 1250℃에서 열간 압연되었지만 미세한 결

정립을 가지고 있으며, 산화물의 크기는 10~50nm 정도로 나타났다.

이온 조사 효과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3가지 합금에서의 깊이에 따른 in situ 경

도의 변화와 TEM microstructure를 Fig. 2.5.3~ 2.5.5과 Table 2.5.4에 나타내었

다. TEM microstructure에서 나타나는 손상 지역의 contrast는 경도의 증가 거동

과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 316L ODS, Wet 316L ODS, 

commercial 316L에서 깊이에 따른 경도의 증가 부위는 각각 1300, 1800, 700 

nm 정도로, 최대 경도 증가 깊이에서의 경도 증가는 각각 0.82, 0.56, 0.15 GP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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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TEM 미세조직에서 Fe4+이온이 조사된 표면으로부터 약 1μm 정도 떨어진 부위

에 집중되어 있는 검은 띠는 조사 결함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결함은 이

온 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vacancy의 집합체나 작은 크기의 void로 추정된다. 

vacancy나 void의 형성이 경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 조사 결함들이 slip plane에

서 전위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합금의 종류에 따른 이온 조사 전후의 경도의 변화와 경도의 증가분을 Fig. 

2.5.6에 함께 도시하였다. 이온 조사에 의한 경도의 증가는 나노 산화물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노 산화물의 존재가 이온 조사에 의해 형성된 결

함의 소멸이나 원자의 재배열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노 산화물의 분

포는 MA 316L ODS에서 가장 미세하고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Wet 316 ODS에

서는 결정립의 크기가 50μm 정도되는 합금 분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산화물의 분산

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온 조사 전 기지 조직의 경도는 이온 조사 시험에 사용된 합금의 경도는 3가

지 합금의 상대적인 경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MA 316L ODS는 commercial 

316L 보다 약 8% 정도 높다. 그러나 Wet 316L ODS는 약 20% 정도 낮다. 이것

은 Wet ODS 제조 과정에서 결정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1250℃에서 HIP 처리

를 하는 과정에서 Wet 316L ODS 제조에 사용된 316L 분말의 결정 성장이 일어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테인리스 강에서 나타나는 swelling 손상은 중성자 조

사에 의한 He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온의 조사에 의해

서는 조사에 의한 결함만 생성되고 He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swelling은 발생하지 

않고 조사 결함에 의한 경화 효과만 나타났다. 스테인리스 강에서 swelling을 일으

키기 위하여 중성자를 조사하는 경우 방사선이 발생하며, 이를 시험 분석하기 위한 

조사후 시험시설의 이용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Fig. 2.5.7은 이온 조사 전후 MA 956 ODS, Inconel 800H, FMS T92b 합금에 

대한 이온 조사 전후의 TEM 미세조직을 비교한 것이다. 이온 조사에 의하여 점결

함과 전위 등의 조사 결함이 발생하였을 뿐 void나 void 밀집 지역은 관찰되지 않

았다. 

MA 956 ODS, Inconel 800H, FMS T92b 합금에 대한 이온 조사 전후의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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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을 bright와 dark field로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 Fig. 2.5.8~ 

2.5.10에 나타내었다. 

MA 956 ODS, Inconel 800H, FMS T92b 합금에 대한 20회 나노 경도 측정 

결과를 평균하여 Fig. 2.5.11에 함께 도시하였다. 나노 indentation 과정에서 구한 

탄성 계수는 경도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MA 956 ODS와 Inconel 800H 합

금은 이온 조사에 의하여 높은 경도 변화를 나타내었으나, FMS T92b 합금의 나노 

경도는 측정 과정 부위의 물성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여 큰 진폭의 차이를 나타내

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MS 합금은 이온 조사에 의하여 void는 형성되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테인리스 강에 비하여 조사 결함의 분포도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특성은 Ni의 n→α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강

의 swelling 손상 기구에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테인리스 강을 

기반으로 하는 ODS 합금은 이온 조사에 의한 결함의 밀집 지역이 발생하는 등의 

조사 특성을 나타내므로 ODS 합금의 제작으로 swelling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

할 수는 없어 보인다.

  440 및 570℃에서 5 및 10 dpa까지 조사된 시험편의 최대 손상 영역에서의 전

형적인 cavity 형상을 관찰하여 Fig. 2.5.12에 나타내었으며, 조사량과 온도의 증가

에 따라 cavity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 956과 Grade 92 합금에서의 조사량에 따른 swelling 발생량과 cavity 수를 

Fig. 2.5.13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440℃에서는 두 합금의 swelling 발생량은 유

사하지만 cavity 숫자는 MA 956에서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산화

물과 기지 사이의 계면에서 cavity의 핵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570℃에서 MA 956 합금은 1.5% 정도의 swelling 손상을 나타내는 반면, Grade 

92 합금은 4.8% 정도의 swelling을 나타내어 ODS 합금의 산화물 분산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ODS 합금의 조사 손상 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차세대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과 같이 상대적으

로 높은 온도에서 높은 조사량에 노출되는 부품에서 ODS 합금의 효용성은 증대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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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결론

1. Fe4+이온으로 10 dpa까지 조사된 MA 316L ODS, Wet 316L ODS, 

commercial 316L에서 깊이에 따른 경도의 증가 부위는 각각 1300, 1800, 700 

nm 정도로 나타났으며, TEM microstructure에서 나타나는 손상 지역의 contrast

는 경도의 증가 거동과 정성적으로 일치하였다.

2. TEM 미세조직에서 Fe 이온이 조사된 표면으로부터 약 1μm 정도 떨어진 부위

에 집중되어 있는 검은 띠는 조사 결함이 밀집되어 나타나며, 이 결함은 이온 조사

에 의하여 형성된 vacancy의 집합체나 작은 크기의 void로 추정된다. 

3. 이온 조사에 의한 경도의 증가는 최대 경도 증가 깊이에서의 경도 증가는 각각 

0.82, 0.56, 0.15 GPa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경도의 증가는 나노 산화물의 존재

가 이온 조사에 의해 형성된 결함의 소멸이나 원자의 재배열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4. 440℃  및 570℃에서 5 및 10 dpa까지 조사된 시험편의 최대 손상 영역에서의 

전형적인 cavity 가 관찰되었으며, 조사량과 온도의 증가에 따라 cavity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440℃에서는 두 합금의 swelling 발생량은 유사하지만 cavity 숫자는 MA 956

에서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산화물과 기지 사이의 계면에서 cavity

의 핵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570℃에서 MA 956 합금은 1.5% 정도의 swelling 손상을 나타내는 반면, 

Grade 92 합금은 4.8% 정도의 swelling을 나타내어 ODS 합금의 산화물 분산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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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s chemical composition

MA ODS 316 Fe-17Cr-14Ni-2Mo-0.3Y2O3-0.3Ti

Wet ODS 316 Fe-18Cr-14Ni-3Mo-2Mn-1Si + 0.3Y2O3 + 0.3 Ti

commercial 316L Fe-18Cr-14Ni-3Mo-2Mn-1Si

Table 2.5.1.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s for ion irradiation.

Table 2.5.2. Summary of conditions of Fe4+ ion irradiation in MA 316L ODS.

specimen 

preparation

specimen size 10 X 10 X 0.4 mm

mechanical 

gringing
0.25 μm 까지

chemical 

polishing

solution: (10% HClO4 + 90% CH3OH), 

24V, 8 ~ 10 초

ion irradiation

ion Fe4+

temperature 300 ℃

energy 8 Mev

fluence 2.5 X 1015 (10 dpa 수준)

hardness 

measurement

number 30

depth 2 μm

TEM
ion irradiated 

region
FIB (NanoFab)

Table 2.5.3 Summary of the conditions of 122MeV 20Ne7+ ion irradiation.

irradiation 

temperature [℃]

ion fluence 

(ions/cm2)
dpa at maximum

Cne at maximum 

(at.%)

440, 570

6.25 x 1015 1 0.12

3.13 x 1016 5 0.60

6.25 x 1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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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4. Summary of the effects of Fe4+ ion irradiation in MA 316L ODS.

Alloys

Average Hardness 

[GPa] △H 

[GPa]

hardness

measurement 

interval [nm]

hardness 

increase 

depth[nm]MA ODS 316 10 dpa

MA 316L ODS 3.17 3.99 0.82 200 ~ 300 600

Wet 316L ODS 2.43 2.99 0.56 100 ~ 200 1300

commercial 

316L
2.96 3.11 0.15 100 ~ 2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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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 micrographs in MA 316L ODS

b) TEM micrographs in MA 316L ODS
 

Fig. 2.5.1. TEM micrographs showing grain and twinning in MA 316L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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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 micrographs in MA 316L ODS

b) TEM micrographs in MA 316L ODS

Fig. 2.5.2. TEM micrographs showing oxide particles in MA 316L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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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dness variation with depth in MA 316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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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EM microstructure after Fe ion irradiation in MA 316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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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3. Hardness variation and TEM microstructure after Fe ion 

irradiation in MA 316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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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dness variation with depth in Wet 316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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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4. Hardness variation and TEM microstructure after Fe ion 

irradiation in WET 316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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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dness variation with depth in commercial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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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5. Hardness variation and TEM microstructure after Fe ion 

irradiation in commercial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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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6. Hardness variation by Fe ion irradiation in MA 316 ODS,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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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ion irradiation after irradiation

a)

ODS

MA956

b)

Inconel

800H

c)

FMS

T92b

Fig. 2.5.7. Comparison of TEM microstructure before and after ion 

irradiation in MA 956, Inconel 800H, FMS T92b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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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ght field before irradiation      (b) Dark field  before irradiation

 

(c) Bright field after irradiation        (d) Dark field after irradiation 

 

Fig. 2.5.8. Comparison of TEM microstructure before and after ion 

irradiation in MA 956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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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ght field before irradiation      (b) Dark field  before irradiation

 

(c) Bright field after irradiation        (d) Dark field after irradiation 

 

Fig. 2.5.9. Comparison of TEM microstructure before and after ion 

irradiation in Inconel 800H Alloy.



- 103 -

(c) Bright field after irradiation        (d) Dark field after irradiation 

 

(c) Bright field after irradiation        (d) Dark field after irradiation 

 

Fig. 2.5.10. Comparison of TEM microstructure before and after ion 

irradiation in FMS T92b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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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in unirradiated and irradiat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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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verage hardness in unirradiated and irradiated specimen

2.0

2.5

3.0

3.5

4.0

4.5

5.0

 

T92bMA956

 unirradiated
 Irradiated

H
ar

dn
es

s 
(G

Pa
)

Inconel 800H

Fig. 2.5.11. Hardness variation by Fe ion irradiation in in MA 956, Inconel 

800H, FMS T92b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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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12. Typical morphology of cavities in the peak damaged region in 

MA 956 ODS alloy, a) 5 dpa at 440℃, b) 10 dpa at 440℃, c) 5 dpa at 57

0℃, and d) 10dpa at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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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welling damage

   

b) number of cavity

Fig. 2.5.13. Comparison of swelling damage and the number of cavity by Ne 

ion irradiation in grade 92 and MA 956 ODS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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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론

   SPS(spark plasma sintering) 공정은 MA 합금 분말을 소결 방법의 하나로 탈

기 공정과 HIP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소결 방법이지만, MA 316L ODS 

합금을 적절히 소결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50℃ 이상에서 소결 작업이 필요하

다. MA 공정에 의해 제조된 분말의 적정 소결 온도가 높은 것은  MA 공정에 의한 

ODS 강화 효과가 잔류하여 충분한 소성 유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MA 합금 

분말의 적절한 결합을 유도하고 충분한 소성 유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열간 압연 

온도는 1250℃ 정도 되어야 한다.

  MA 공정으로 제조한 합금은 1250℃에서의 HIP 처리하여도 미세한 결정립을 유

지하는 반면, Wet 316L ODS 합금은 결정립이 조대하게 성장하였다. 이것은 Wet 

공정에서 나노산화물의 적절한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LST 충격 시험편을 이용하여 MA 316L ODS와 Wet 316L ODS 합금에 대한 

파괴인성을 평가한 결과 3 ~ 7J로 나타나 SPS +HIP 공정을 적용하고 1250℃에

서 열간 압연한 경우 현저한 파괴인성의 증가를 일으킨다. MA 12Cr FMS ODS는 

상온에서 6.2 ~ 8.5J의 충격에너지를 나타내어 Eurofer ODS 합금의 75%(6J)를 

상회하였다. MA 12Cr FMS ODS의 파괴 인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MA 9Cr FMS 

ODS 는 tempered martensite 조직을 가지고 있는 반면 MA 12Cr FMS ODS는 

annealed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00℃에서 MA 316L ODS, Wet 316L ODS, MA 9Cr FMS, MA 12Cr FMS의 

4가지 합금의 항복 강도를 비교한 결과, 항복 강도는 MA 316L ODS가 가장 높고, 

MA 9Cr 및 MA 12 Cr FMS ODS는 유사하다. MA 9Cr FMS ODS, MA 12Cr 

FMS ODS의 온도에 따른 항복 및 인장 강도의 감소 거동은 MA 316L ODS에 비

하여 더 빠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MA 316L ODS나 FMS ODS는 같은 Fe를 기지 

조성으로 하고 있지만, 합금 원소의 양은 MA 316L ODS에서 높기 때문에 고용 강

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사라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250℃에서 2 mm 까지 열간 압연한 MA 316L ODS의 온도에 따른 응력 변형 

곡선을 비교한 것으로, 상온에서의 인장 강도와 연신률은 6 mm 까지 압연한 재료

와 비슷하지만 항복 강도는 2차 열간 압연에 의하여 100 MPa 이상 증가한다. 스

테인리스강 316LN의 항복 강도는 상용 316L 분말을 이용하여 제조한 Wet 316L 

ODS와 유사하지만, MA 방법으로 제조한 MA 316L ODS의 항복 강도는 열간 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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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따라 달라지며 2 mm까지 열간 압연하면 상온 항복 강도는 약 300 MPa 정도 

높게 나타난다. 500℃ 내외의 온도 영역에서는 상용 9Cr FMS 합금의 항복 강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700℃에서는 ODS 합금들의 항복 강도가 80 MPa 

정도 높으며 이것은 약 50% 가량 높은 값이다.

  MA 9Cr ODS FMS 합금에 대한 크리프 시험 후 파단면 내부의 단면 조직 검사 

결과는 미세한 석출물들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 FMS에서 전형적으로 관

찰되는 크리프 cavity나 기공들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파단된 선단 끝 부위에서 

균열 및 cavity들이 조금 관찰되지만 그 양은 매우 적으므로, 장시간에서도 크리프 

cavity들의 생성은 일반 FMS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크리프 영역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보면 700oC의 일반 FMS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70 MPa 시편의 크리프 속도는 5.67x10-10 

(1/s)의 낮은 속도를 나타내었다. 9Cr ODS FMS 합금의 크리프 파단 강도는 70

0℃-10,000 시간에서 약 63 MPa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와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크리프속도와 응력의 관

계는 선형관계, 즉 Norton power law,  
의 관계를 잘 따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크리프 변형이 Power law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크리프 변형

은 전위의 상승(climb of dislocation)이 주도적인 과정으로 판단된다.

  FMS인 Grade 92b와 ODS FMS인 MA 956에 대하여 440℃  및 570℃에서 5 

및 10 dpa까지 Ne 이온을 조사하여 TEM으로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cavity 가 관찰되었으며, 조사량과 온도의 증가에 따라 cavity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0℃에서는 두 합금의 swelling 발생량은 유사하지만 cavity 숫

자는 MA 956에서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산화물과 기지 사이의 계

면에서 cavity의 핵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70℃에서 MA 956 합금은 1.5 정도의 swelling 손상을 나타내는 반면, Grade 

92 합금은 4.8% 정도의 swelling을 나타내어 ODS 합금의 산화물 분산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온 조사에 의한 경도의 증가는 나노 산화물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노 산화물의 존재가 이온 조사에 의해 형성된 결함의 소멸

이나 원자의 재배열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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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나노산화물분산 및 GBE 기술을 이용한 isotropic 나노ODS합금 제조기술을 수

립하기 위하여 ODS 제조 공정 변수를 탐색하여 최적의 ODS 합금 제조 공정을 확

립한 후, 시험합금을 제조하여 물성을 평가하고, GBE 기술을 이용하여 등방성을 

갖도록 하는 후 처리 공정을 확보하였다. ODS 시험 합금에 대한 고온 인장특성을 

평가한 결과 길이 방향 및 횡 방향의 물성 차이는 5%이내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시험 ODS합금의 고온 인장특성과 관련하여서 austenite 기지 조성을 갖는 합금

에 TiC를 첨가하여 mechanical alloying 하고 HIP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시

편의 경우 700℃에서의 항복응력 416 MPa 과 연신률 19.4%를 나타내었다.

  시험 ODS합금의 고온 크리프 파단강도 평가를 위해서는 batch 당 4Kg의 9Cr 

FMS ODS 시험합금을 1250℃에서(?) 두께 13mm로 70% 열간 압연하여 700℃에

서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100 MPa 이상의 하중에서 수행된 결과를 외삽한 

결과 63 MPa 수준 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험 ODS 합금의 충격특성 평가를 위해서 KLST 규격 시험편을 이용한 충격시

험 결과  합금 분말의 결합을 강화하고자 SPS 공정과 HIP 공정을 순차적으로 적

용한 후 80% 열간 압연하여 준비한 12Cr FMS ODS 합금 시편의 경우 평균 7.7 

J의 충격흡수에너지를 나타내었다.

  Grade 92와 MA 956 합금에 대하여 440 및 570℃에서 Ne 이온 조사시험 후 

swelling과 cavity 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440℃에서의 Ne 조사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570℃에서의 Ne 이온 조사에서는 ODS의 swelling은 1/3 이하

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화물의 분산으로 조사에 의하여 형성되는 vacancy 등의 점

결함의 소멸 site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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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나노산화물분산/GBE 기술 활용 등방성 나노산화물분산강화합금 제조기술을 수

립하게 되면 운전 온도 및 중성자 조사량이 지금의 가동 중 원자로에 비하여 월등

히 높은 Gen IV 원자로 등의 노심부품 및 가속기 핵심부품 등의 첨단 핵심부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프랑스 남부에 건설 중인 시험용 핵융

합로 (ITER) 이후 반드시 건설되어야할 핵융합 발전로의 경우 더욱 높은 가동온도

와 중성자 조사량의 가동 조건이므로 ODS 합금은 핵심 구조물 후보소재로 주목받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니켈계 ODS합금의 경우 최근에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항공/우주관련 

핵심부품의 소재로서 상기 원자력용 ODS합금의 원천소재/기술의 확립 시 해당 부

분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국방소재와 함께 개별 국가간의 기술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설계기술 등과 함께 소재기술도 국내에서 자체 조달해야할 것

이 분명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개발하여야할 분야로 판단된다.

  소재연구/사업은 오랜 개발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신 원천기술을 확보하

는 경우 그 파급효과와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므로 향후 적용될 것이 예상되고 세계

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ODS합금을 자체 개발하고 제조기술 및 시설을 확보하

는 경우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에 상당부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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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1 절 서론

   Supercritical pressurized water cooled reactor (SCWR), lead-bismuth 

cooled reactor (LFR), high temperature helium gas cooled reactor (GFR), 

sodium cooled reactor (SFR) 등의 차세대 원자로 시스템에서 고려되고 있는 

150GWd/t 이상의 high burn-up operation은 핵연료 피복관의 성능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중성자 조사에 대한 저항성, 조사에 의한 치수의 

안정성, 부식 저항성, SCC에 대한 낮은 민감성, 수소 및 He embrittlement에 대한 

저항성, 고온 강도, 장수명 크리프 강도 등이다. 

  필요한 성능은 원자로의 가동 온도나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400℃ 이하에

서는 부식에 의해 형성되는 수소 취성과 연관되어 있는 조사 취성이 핵연료 피복관

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금속재료에서 중성자 조사가 취성을 

일으키고 조사 온도가 낮아지면 취성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 피복

관이 수소와 He 취성에 매우 민감하다면 조사 취성과 수소 및 He 취성의 상승작

용이 피복관의 수명을 결정짓는 원인이 된다. SCC 현상은 피복관의 수명을 결정하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강도, 크리프, 팽윤 (swelling), 부식 등과 같은 고온 물성은 차세대 원자로 시스

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성질이다. 중성자 조사 온도가 400℃ 이상이

면 조사는 비경화 취성을 유발한다. 이것은 석출물의 형성, 결정 입계에서의 He 

bubble의 형성, 상변태와 같은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1]. 이 상변태는 조사 

취성, H/He 취성, 부식에 대한 예민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상의 안정성은 고온 

적용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최대 12% Cr을 포함한 ferritic martensitic steel (FMS) ODS는 SFR 피복관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다 [2,3]. 최근 실시된 300~500℃에서 15 dpa 까지 조사된 중

성자 조사 시험은 탁월한 조사 저항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였으며 [4,5], 중성자 조

사에 의하여 약간의 연신율 감소만이 나타났다. 즉, ODS 합금은 중성자 조사에 의

한 연성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FMS에 나노 산화물을 분산시키면 고온 강도가 현저히 상승된다. 그러나 

9~12%Cr ODS 합금은 supercritical pressurized water (SCPW)이나 

lead-bismuth eutectics (LBE) 환경에서 충분한 부식 저항성을 갖지 못한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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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발된 9~12% Cr합금은 SCWR이나 LFR 적용에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므로, 

이들 합금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Kyoto 대학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Ferritic steel에 13% 이상의 Cr과 4.5%의 Al을 첨가하면 510℃ 25MPa 환경에

서 부식 저항성이 현저히 상승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근 LBE 관점에서 실시된 

실험은 Al 첨가 ODS가 매운 높은 부식 저항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였다. ODS 합

금에 대한 Al의 첨가는 인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진다.

  일반적으로 ODS 합금에서 Cr 농도의 증가는 thermal aging에 대한 예민성을 증

가시킨다. 또한 Al의 첨가는 고온 강도를 감소시킨다. 예비 조사 시험 결과는 ODS 

합금에서 조사 유기 전위 회복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나

노 산화물의 분산이 미세조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사 효과, 부식 저항성, SCC 예민성 및 기존의 확조 자료를 바

탕으로 높은 Cr 농도의 ODS 합금이 SCWR 및 LFR의 high burn-up 가동에 적합

한 피복관으로 적합하다는 것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재료의 선정은 여러 가지 특성을 동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i base 합금

은 열적 저항성 및 부식 저항성이 우수하다. Modified 9Cr-1Mo, 12Cr-1Mo, SS 

316, SS 310, Alloy 690, Alloy 718, Ti-3Al-2.5V, Ti-15V-3Al-3Sn-3C 합금

에 대한 부식 저항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Ni-base 합금이 565℃-25MPa 

SCPW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i-base 합금에서 가장 결

정적인 문제는 strain-age cracking이고 이것은 용접 과정에서 형성된 잔류응력에 

의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6]. 모재에서 strain-age cracking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은 540~650℃ 정도이고 용접부는 420℃ 정도까지 낮아진다. 이 온도 구간에

서 cracking이 발생하면 피복관으로의 적용은 부적합하다. 

  Ni-base 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조사 효과의 측면에서 Inconel X750은 

380~410℃에서 1.2 dpa까지 중성자 조사한 경우 항복 강도는 2배로 상승되고 균

일 연신율은 반 장도로 감소하는 현저한 취성을 나타내었다 [7]. 차세대 원자로에

서 high burn-up 적용의 경우에는 훨씬 높은 중성자 조사가 일어나고 He의 발생

과 수소 취성이 결합되는 등 취성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궁극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조사 취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Fe base 합금인 스테인리스 강은 후보재료로 고려되었지만, SCC에 대한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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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취성, 고온 크리프 파단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미세한 결정 입도를 갖는 스테인리스 강이 개발되었으나 최근 이들 재료는 SCC에 

취약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2 절 ODS 합금의 개발

  고 Cr ODS 합금에 대한 감시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ODS 합금은 high 

burn-up 피복관으로 적합하다. ODS 합금은 300~500℃에서 15 dpa까지의 중성자 

조사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가진다. 9~19 Cr ODS는 800℃에서 300~350 MPa 

정도의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9Cr ODS는 700℃-10,000H 크리프 파단 강도는 

120 MPa 정도에 이른다. 이들 ODS 합금은 H/He 취성에 민감하지 않다 [8-11]. 

ODS 합금의 높은 성능은 분산된 나노 산화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2-13]. 

Zr 합금, SS, ODS의 세 가지 합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Table 6.2.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차세대 고성능 원자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조사 및 부식에 대한 

높은 저항성과 고온에서의 높은 강도를 갖는 cladding 재료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고온에서 높은 강도를 유지하는 oxide dispersion strengthening (ODS) ferritic 

martensitic steel (FMS)은 가장 적합한 재료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서 9Cr 

FMS ODS 합금을 SFR 용 피복관으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9Cr ODS는 부식저항성

이 낮아 SCWR이나 LFR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Cr 농도와 Al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금 설계 방향이 설정되었다.

  Super ODS 합금 설계의 관점은 부식의 측면에서 14% 이상의 Cr을 필요로 하는 

반면 embrittlement의 측면에서는 16% 이하의 Cr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16% Cr 

ODS에 대한 4%의 Al 첨가는 SCW난 LBE 환경에서 부식 저항성을 높이는 긍적적

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고온 강도의 측면에서는 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2%의 W

과 0.1%의 Ti 첨가는 고온 강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또한 소량의 Zr

이나 Hf의 첨가는 Al이 첨가된 ODS 합금에서 700℃에서의 크리프 강도를 현저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2.1. 크롬 (Cr) 및 알루미늄(Al) 첨가

6.2.1.1. 부식 특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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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 및 Al 첨가량은 SCPW 및 LBE에서의 부식 저항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LBE는 Ni, Fe, Cr에 대한 높은 용해도를 가지는데 이들은 stainless steel의 주용 

구성 성분들이다. 이것이 500℃에서 SS나 Ni-base 합금이 LBE 냉각재를 사용하

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Ferritic 합금은 Ni 성분이 거의 없으므로 

LBE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600℃ 이상에서 LBE는 

Fe 및 Cr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alumina 

coating이 흔히 고려되어 왔다. 

  Alumina coating 대신 고용된 Al에 의하여 표면에 alumina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Fig. 6.2.1은 LBE 환경에서 650℃-10,000H 조건으로 시험된 

재료의 표면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Al이 첨가되지 않은 19Cr ODS 합금은 LBE에

서 현저하게 용해되는 반면에 4% Al을 포함한 13~19% Cr ODS 합금은 거의 부

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4% Al 첨가가 LBE 환경에서 고 Cr ODS 합금의 부

식 저항성을 현저히 향상시킨다는 입증하는 것이다. 부식 저항성은 Cr 농도의 변화

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LBE 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4% Al 첨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SCPW에서의 부식 저항성은 Cr 및 Al 양에 공히 의존한다. 510℃-25MPa의 

SCPW에서 600H 동안 시험한 결과를 Fig. 6.2.2에 나타내었다. 9Cr ODS는 19% 

Cr ODS에 비하여 수십배 높은 weight gain을 나타내었으며, Al이 첨가된 19Cr 

ODS는 높은 부식저항성을 보였다. 이것은 9Cr ODS는 SCWR 환경에서는 적용하

기 곤란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EPMA와 XRD로 조사된 9Cr ODS의 표면에서

는 Fe3O4 film이 관찰되었으나 내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16 Cr을 함유한 stainless steel 430의 경우에는 높은 weight gain을 나타내는 

반면, 16 Cr ODS는 1/20 이하의 weight gain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부식저항성은 

Cr 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ODS 합금의 우수한 부식저항성

은 분산된 산화물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시저항성은 Cr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Cr 농도가 19%인 ODS 합금에서는 

Al의 첨가가 뚜렷한 부식저항성의 향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Cr 농도가 16%

로 낮아지면 Al 첨가가 부식저항성을 현저히 상승시킨다. Al 첨가가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부식 환경에서 합금 표면에 얇은 산화물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19Cr ODS에 첨가된 Al은 표면에 훨씬 치밀한 chromia film을 형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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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16%의 Cr 농도만으로는 치밀한 보호 피막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16Cr 및 19Cr ODS 합금에 Al 첨가는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키

는데 유용하다.

6.2.1.2. Cr 첨가에 의한 부식과 취성의 양면성 [14]

   Cr 농도의 증가는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키지만 thermal aging embrittlement 경

향을 증가시킨다. Cr 농도 증가에 의한 부식저항성의 증가와 thermal aging 

embrittlement의 증가 의 상호 교환 거동은 고 Cr ODS 합금 설계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ODS 합금의 aging embrittlement를 억제하기 위

해서는 Cr 농도는 16%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농도의 Cr을 함유한 합금에 대하여 500℃에서 10,000시간까지 aging 처리

한 후 상온에서 시험한 충격에너지 측정으로 aging 효과를 시험하여 Fig. 6.2.3에 

나타내었다. 충격시험에 사용한 시험편은 단면적이 1.5 x 1.5 mm의 단면과 길이가 

20 mm이다. aging 처리하지 않은 시험편의 충격에너지는 Cr의 증가에 따라 감소

하였으며, Cr 농도가 증가할수록 충격에너지의 감소율은 커진다. 특히 Cr 농도가 

18% 이상인 합금의 충격에너지 감소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반면, 16%Cr-4Al 

ODS 합금은 500℃에서 10,000시간 aging 처리 후에도 약간의 충격에너지 감소만 

나타났다. TEM을 이용한 미세조직 관찰 결과 미세한 2차상이 석출되어 있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이들 2차 상은 Cr 농도가 높은 상으로 판단된다. 

  인장 거동에 미치는 500℃에서의 aging의 효과는 특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1,000 시간의 aging 처리에 의하여 미세한 2차상의 석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충

격에너지가 감소하였음에도 연신율의 변화는 거의 없고 약간의 경화 현상이 나타났

다. 이 거동은 중성자 조사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매유 유사하다. 피복관의 두께는 

0.5mm 정도로 aging 처리에 의한 ductile-to-brittle temperature (DBTT)의 이동

은 두꺼운 시험편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ODS 합

금으로 피복관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높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2.2. 텅스텐(W)과 타이타늄(Ti)의 첨가 [14]

     W과 Ti의 첨가는 고온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fusion blaket appliacation에 

대한 reduced activation ferritic steel에 대해서는 9Cr FMS에 W를 첨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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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0℃에서의 크리프 파단 강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비록 W은 ferritic 

structure former이지만, 2% 이내의 W 첨가는 martensite를 안정하도록 하는 효

과를 갖는다. 조사 조건에서 Laves phase 형성이 조장되지만, W의 확산성이 낮으

므로 Laves 상에서 W의 농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Cr ODS 및 9Cr ODS martensite steel에서 산화물의 형성에 미치는 연구 결

과는 적은 양의 Ti 첨가가 산화물의 크기는 줄이고 숫자는 증가시켜 고온 물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M-EDS와 3D-AP로 조사한 산화물의 분석 

결과는 Y2Ti2O5로 나타났다. Al 첨가는 산화물의 화학 조성과 구조를 바꾸는 효과

를 가지지만, Ti는 산화물의 크기를 작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원소이다.

6.2.3. Al 첨가 효과와 산화물의 크기 조절 [15]

     Al 첨가의 심각한 문제는 강도의 저하이다. Fig. 6.2.4에 보인 바와 같이 

19Cr ODS에 Al을 첨가하면 상온에서 약 300MPa 정도, 400℃에서 200 MPa 정

도의 인장 강도 감소가 나타난다. Fig. 6.2.4는 Al의 첨가는 강도의 감소를 초래하

지만 19Cr-4Al ODS가 일반적인 ferritic martensitic steel (FMS) 보다는 높은 강

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Al의 첨가에 의한 강도의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TEM 관찰 결과는 Al 첨

가 유무에 따라 산화물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다. Al이 첨가되지 않은 합

금에서는 산화물의 크기가 3nm 정도인데 반하여 Al이 첨가되면 약 7nm 정도의 평

균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물의 숫자는 약 1/10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산화물의 구조도 Al의 첨가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이 

첨가되지 않은 ODS 합금에서 산화물은 pylochrore 구조를 가지는 반면, Al이 첨가

되면 크기가 큰 YAT를 주로 형성한다.

  산화물은 ODS steel의 강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산화물의 구조를 바꾸는 Al의 첨

가는 ODS steel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ODS 합금에서 Al의 첨가와 

관련한 결정적인 문제는 ODS 합금의 고온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YAT 산화물의 형성은 최상의 ODS 제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yttrium-titanium pylochore의 형성은 강화에 효과적이다. Al 산화물이나 Y 산화물

은 고온에서도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열역학적인 이유로 다른 산화물이 형

성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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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한 산화물 형성 원소로 Y, Al, Ti, V, Ta, Nb, HF, Zr 등이 있다. 이들 원소

에 대한 1500K에서의 산화물 형성 에너지는 Table 6.2.2에 요약되어 있다. Y의 

산화물인 yttria에 대한 산화물 형성에너지는 -995 kJ/mol로 가장 크고 Nb2O는 

-500 kJ/mol이다. Yttria의 형성에너지는 -95 kJ/mol이고, alumina의 형성에너지

는 -800 kJ/mol 이므로 Al 첨가에 의한 alumina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

화물 형성에너지가 -900 kJ/mol인 Hf나 -800 kJ/mol 인 Zr을 첨가하는 것이 유

용할 수 있다.

  산화물의 크기에 미치는 텅스텐(W), 알루미늄(Al), 니켈(Ni), 세륨(Ce), 지르코늄

(Zr), 하프늄(Hf) 등의 원소 첨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2 종류의 ODS 합금이 

제조되었으며, Table 6.2.3에 조성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한 yttria 농

도에서 Zr 및 Hf의 최적 첨가 조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Zr 및 Hf 조성을 변화시켜 

실험하였으며, Table 6.2.4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Fig. 6.2.5에는 0.35% yttria가 첨가된 13~16Cr 합금에 1.5~3% Al이 첨가된 

ODS 합금에 Zr 및 Hf을 변화시키며 산화물의 크기 및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

를 TEM으로 관찰하여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Zr 및 Hf 첨가가 산화물의 미세화와 

분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Zr 및 Hf가 첨가된 합금에 석출되는 산화물의 회절 및 면간 거리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산화물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Fig. 6.2.6에 나타내었다. 이들 산화물은 Zr 

및 Hf을 포함하고 있으며 Zr이 첨가된 경우 Y6MO11나 Y4M3O12이 관찰되었으며, 

Hf가 첨가된 경우 Y2M2O7의 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다.

  Zr 및 Hf 첨가에 따른 산화물의 크기와 number density는 Fig. 6.2.7 및 Fig. 

6.2.8에 각각 나타내었다. 산화물의 크기가 최소가 되고 number density가 최대가 

되는 조성은 Zr의 경우 0.3%, Hf의 경우 0.6%로 나타났다. Yttria 첨가량을 0.5%

까지 증가시켜도 산화물의 number density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Yttria 최적 첨가량이 0.35% 정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Zr 및 Hf 첨가 합금에 대한 Vickers 경도(Hv) 측정 결과는 Fig. 6.2.9에 나타내

었다. 경도는 산화물의 크기가 최소이고 number density가 최대인 조성에서 최대

로 나타나 미세한 산화물의 분포에 의한 경도의 증가 거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Hf가 첨가된 합금에서 산화물의 number density 증가와 Hv의 관계를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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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Yttria만 첨가된 합금의 number density는 최소가 

아니지만 Hv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number density의 증가에 따라 

Hv는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6.2.11에는 산화물 형성 에너지 크기에 따른 산화물의 평균 크기를 비료하

여 나타내었다. 산화물 형성에너지가 가장 큰 Hf의 경우에는 산화물의 크기가 

10nm 정도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형성에너지 작아질수록 산화물의 크기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ODS 합금에 대한 첨가 원소로 고려될 수 있는 바나듐 (V), 니오븀 (Nb), 타이타

늄 (Ti), 하프늄 (Hf)에 대하여 1150℃에서의 도약 진동수, 활성화 에너지, 확산계

수를 Table 6.2.5에 나타내었다. 1150℃에서 비교된 4가지 원소의 확산계수는 Hf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f의 첨가에 의한 산화물의 미세화, 

number density의 증가, 경도의 증가 등은 Hf의 확산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Yttria particle의 분산은 ferritic steel의 강도를 높인다. ODS에서 산화물의 분

산에 의한 강도의 증가는 산화물이 가동 전위에 대한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이 기구에서 산화물의 크기와 숫자가 강화 효과를 제어한다. 산화물 의 평균 크

기와 석출물 밀도에 의한 강도의 증가는 Orowan’ equation으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Δσ = M α b μ √ Nd              (6.1)

여기서, M: Taylor factor, α: Obstacle strengths, μ: Shear modulus, b: 

Burgers vector, N: Number density, d: Particle mean size 이다.

  Hf와 Zr의 첨가된 ODS 합금의 700℃에서의 인장강도가 Fig. 6.2.12에 비교되었

다. Al이 첨가된 SOC-1 후보 합금의 조성은 16Cr-4Al-2W-0.15Ti-0.35Y2O3이

고 SOC-5 합금은 Al이 첨가되지 않은 합금이다. Al의 첨가는 700℃에서 약 

90MPa 정도의 인장 강도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Al이 첨가된 경우에도 약간의 

Hf나 Zr이 첨가되면 Al이 첨가되지 않은 합금보다 약 10% 정도 낮은 값을 갖는다. 

700℃에서의 인장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Hf 및 Zr의 첨가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Hf와 Zr의 첨가 합금에 대한 TEM 분석 결과는 산화물의 크기는 줄이고 숫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화물과 산화물과 같은 결정립계 석출물의 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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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와 Zr의 첨가에 의하여 현저히 증가한다. Hf와 Zr의 첨가 효과는 Al 첨가에 의

한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정도이다. 중성자 흡수의 측면에서는 Hf 첨가보

다는 Zr 첨가가 유리할 것이다. 

  결정입계 석출물은 고온 변형 모드인 입계 미끄러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고온 성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f와 Zr의 첨가는 특히 700℃에서의 

크리프 파단 성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Fig. 6.2.13.에는 ODS 합금의 크리프 파단 

거동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Zr 및 Hf가 첨가된 합금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다른 

합금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0℃ 10,000시간 크리프 파단 강도를 

Table 6.2.6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6.2.4. 중성자 조사 저항성 [16]

  중성자 조사 변환에 의하여 형성된 He은 헬륨 bubble을 형성하여 He 취성 

(embrittlement)을 일으킨다. 500℃에서 ODS steel과 martensitic steel에 대하여 

5.1 MeV Fe+3 이온과 1 MeV He 이온을 동시에 조사한 시험편의 미세조직을 

TEM으로 조사한 결과 Fig. 6.2.14에 보인 바와 같이 martensitic steel(JLF-1)에

서는 큰 void가 형성되는 반면 ODS 합금에서는 미세한 전위 loop만이 관찰된다. 

이것은 산화물이 He을 붙잡아 He이 모여 큰 He bubble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

기 때문이다. 

  Martensitic steel에 대하여 550℃에서 40MeV He 이온을 1000 at. ppm까지 

cyclotron으로 조사시킨 He implantation은 ductile brittle transition을 크게 변화

시키고, 파괴 양상을 입내에서 입계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조

건의 He 이온 조사는 19Cr ODS steel에서 작은 DBTT (ductile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의 변화를 유발하고 파괴 양상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50℃에서 최대 손상 깊이에서 150 dpa의 손상에 해당하도록 60 dpa까지 이온 

조사된 시험편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결과 이 정도의 이온 조사는 산화물의 모양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를 Fig. 6.2.15.에 보였으며, 이 결과는 16Cr-4.5Al 

ODS에서 이온 조사는 산화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ODS steel을 원자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상의 안정성이 필

수적이다. 중성자 조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온 조사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온 조사 시험에 사용된 합금의 조성은 Table 6.2.7에 보인 바와 같다. 이온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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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조사 손상의 크기에 대한 손상 깊이의 관계를 TRIM 98로 계산한 결과를 Fig. 

6.2.15에 보였다.

  19Cr-4Al ODS steel에 대하여 300, 500, 650℃에서 5.1MeV의 Fe+3 이온을 

20dpa까지 조사하였으며, 이온 조사 방향에 평행한 단면에서의 미세조직을 Fig. 

6.2.16에 나타내었다. Fig. 6. 2.16 a)에 보인 바와 같이 300℃에서 10 dpa까지 조

사된 ODS 합금은 이온 조사에 의한 손산 영역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온 조사되

지 않은 ODS 합금에서도 높은 전위 밀도를 보이지만 이온 조사에 의하여 매우 미

세하고 밀도 높은 전위 loop가 형성되고 이온 조사 후에도 남아 있다. Fig. 6.2.16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500℃에서 10 dpa까지 조사된 시험편의 경우에는 이온 조

사에 의한 contrst 감소가 일어난다. 이것으 이온 조사에 의한 전위 loop의 소멸에 

의한 것이다. 이 경향은 Fig. 6.2.16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650℃에서 조사된 시

험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Cr-4Al ODS steel에 대하여 이온 조사 조건에 따른 미소 경도를 dpa에 따라 

Fig. 6.2.17에 나타내었다. 300℃에서는 이온 조사에 의하여 경도가 증가하지만, 

500℃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으며, 650℃에서는 경도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Fig. 

6.2.16에 보인 TEM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이다. 

  19Cr-4Al ODS steel에 대하여 300 및 500℃에서 이온 조사한 시험편의 [100] 

zone에서의 dark filed image를 Fig. 6.2.18에 나타내었다. Fig. 6.2.18 a) 및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300℃에서 이온 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전위 loop는 미세하고 합

금 제조 과정에서 형성된 전위와 잘 결합하는 반면, 500℃에서 이온 조사되면 이온 

조사 영역과 비조사 영역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이온 조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는다.

  19Cr-4Al ODS steel에 대하여 650℃에서 60dpa까지 조사한 시험편에 대한 고

배율 TEM 사진은 산화물의 분포와 산화물의 lattice image를 Fig. 6.2.19에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산화물에 대한 TEM 분석 결과는 Y-Al 산화물로 분석되었다. 

Fig. 6.2.19 b)에 보인 바와 같이 산화물이 사각형 모양으로 석출하는 것은 Fe 기

지와의 stacking fault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16Cr-4Al-0.1Ti-0.35Y2O3(SOC-1) ODS는 Y-Al 복합 산화물, 16Cr-0.1Ti- 

0.35Y2O3 (SOC-5) ODS는Y-Ti 복합 산화물, 16Cr-4Al-0.6Zr-0.35Y2O3 

(SOCP-1) ODS는 Y-Zr 산화물로 확인되었다. 또한 16Cr-0.15Ti-0.35Y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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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P-3) ODS는 매우 미세한 산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명확히 분석되지 않으나 

Y-Ti 산화물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6.2.7에 보인 이온 조사 합금의 이온 조사 전후의 미세조직을 Fig. 6.2.20

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이온 조사에 의하여 뚜렷한 산화물의 분포 변

화나 산화물의 형상 변화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합금에 따른 이온 조사 전후의 산

화물의 크기나 분포 변화를 Fig. 6.2.21에 비교하였으며, 합금에 따른 이온 조사에 

의한 산화물의 평균 크기는 Fig. 6.2.2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손상 구조의 측면에서 이온 조사는 void나 석출물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지만, 

300℃에서의 이온 조사는 많은 수의 작은 전위 loop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500℃에서의 이온 조사에서는 전위 loop나 void의 형성이나 2차상의 석출은 

관찰되지 않았다. 입내에 형성된 미세한 석출물은 이온 조사에 의하여 크게 성장하

지 않았다. 그렇지만, 700℃에서의 이온 조사는 결정내부와 입계에서 탄화물의 석

출 거동을 현저히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출물의 크기는 수백 nm 정도에 이르

고 조사 영역 및 비조사 영역에서도 석출물의 형성되었다. TEM-EDX로 결정, 입

계, 석출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atomic ratio를 검토하면 결정 입계의 Cr 

농도가 높아졌으며, 이로부터 결정입계에 형성된 석출물은 Cr-rich 탄화물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기지나 입계에 분포한 Al은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700℃에서의 이온 조사 과정에서 Al 편석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

다. 

  300 및 500℃에서 10 dpa까지 조사한 시험편에 대하여 조사 경화가 측정되었

다. 나노 경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19Cr-4.5Al ODS 합금에 대한 HV
irr와 HV

unirr

를 측정하고, 비조사재와 조사재에 대한 경도의 비율(HV
irr/HV

unirr)로 경화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300℃에서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조사 경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500℃에서는 조사 경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Cr ODS 합금에서는 Fe/Cr의 상분해에 기인한 조사 취화가 자주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380℃에서 중성자로 조사된 12Cr ferritic 합금에서 Cr-rich 

상이 관찰되었으며 조사 경화 효과가 동반되어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한 이온 조사 시험에서 나타나는 경화 효과는 Cr-rich 상의 형성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조사 유기 전위 loop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9Cr-4.5Al ODS에 대

하여 10dpa까지 조사한 연구에서 Cr-rich 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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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SCPW에서의 부식 문제 [17]

    SCPW (super critical pressurized water) 환경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부식에 

의한 재료의 손상이나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예민성 평가가 

중요한 인자이다. 따라서 SCPW 환경에서 침지법(immersion)을 사용하여 부식률을 

평가하고, SCC 예민성은 SCPW에서 SSRT (slow strain rate tester) 방법으로 펴

가되었다. 

  SCPW 환경에서 부식 거동을 평가하는데 사용한 장치는 Fig. 6.2.23에 보인 바

와 같이 open loop type tester를 사용하여 수질의 변화를 감시하면서 부식 시험

편의 부식률 변화를 조사하였다. 침지 방법에 의한 부식 실험은 500℃, 25MPa, 

8ppm의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ODS 합금의 부식 저항성 향상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하여 Fe-16Cr 이원 합금과 

SS 430 steel (16Cr)을 동시에 침지하여 부식률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2.24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Al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세가지 합금의 경우 약 

1000시간 동안의 부식 실험에서 16Cr ODS 합금의 weight gain은 다른 상용 SS 

430이나 Fe-16Cr 합금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DS 합금의 부식률은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Fe-16Cr 합금은 초기부터 

금격히 증가하여 점차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S 430은 약 300시간까지

는 부식률이 ODS 합금과 유사하지만 300~600 시간 사이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Fe-16Cr 합금의 부식률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식률에 미치는 

Cr 영향 이외에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Table 6.2.3에 보인 바와 같이 Cr 및 Al의 첨가량을 변화시킨 ODS 합금에 대한 

부식률이 시험되었으며 결과를 Fig. 6.2.2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Cr 첨가량이 

13.5~17.5% 첨가된 ODS 합금은 거의 유사한 부식률을 나타내지만, Al이 첨가되

지 않거나 ODS 합금은 부식률이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Cr 첨가량이 11% 

이하인 합금의 경우 1.3% 정도의 Al이 첨가되어도 부식 저항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Zr이 첨가된 합금의 경우에는 부식 저항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Hf 첨가 합금

은 Hf 첨가에 의한 부식 저항성의 증가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SCPW 환경에서 1800시간 동안  시험된 시험편의 표면 조직을 Fig. 6.2.26에 나

타내었다. Al 첨가된 합금의 표면은 미세한 산화물을 보이는 반면, Al이 첨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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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합금은 표면에 큰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Cr을 함유한 ODS 

합금에 대한 Ce 첨가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산화물의 형성이 조

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 첨가 ODS 합금은 더욱 두터운 산화물 피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Zr, Ce, Y2O3 첨가가 부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W을 첨가하고 Al을 3% 

정도 첨가하는 경우에도 부식률의 개선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FE-EPM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면 산화물의 대부분은 Fe oxide로 나타났으며, 

Al 첨가는 Fe oxide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S 430은 ODS 합금과는 

달리 표면이 다공질의 산화물로 덮여 있다. 

  ODS 합금에서 Cr 및 Al 첨가량에 따른 부식률의 변화를 Fig. 6.2.27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Cr의 첨가 범위를 13.5% ~ 17.5% 까지 변화시킨 경우 부식률에 미치

는 Cr의 영향은 현저히 나타나지 않았다 (Fig. 6.2.27 a)). 반면 Al 첨가량을 0 ` 

3.5% 정도까지 증가시킨 경우에는 부식률의 감소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것

은 SCPW 환경에서 Al 산화물의 형성이 부식률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SCC 예민성은 25 MPa의 압력하에서 400 및 500℃의 SCPW에서 SSRT로 평가

되었다. 용존 산소는 8ppm 이었으며, 6.7x10-4 및 5x10-7/s의 변형 속도로 시험되

었다. 비교 평가를 위하여 SS 316L이 19Cr ODS와 19Cr-4.5Al ODS과 함께 시험

되었다. 시험 결과는 ODS가 변형 속도의 의존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반면 SS 

316L은 5x10-7/s의 변형속도에서 SCC 파면 양상과 변형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

다. SS 316L에 비하여 ODS steel이 SCC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ODS steel에서 인장 강도는 변형률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 현상은 일반 

steel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6.2.6. 액체 금속 취성 (liquid metal embrittlement, LME) [18]

   LBE (lead-bismuth eutectic) 합금은 차세대 원자로의 냉각재로서 사용 가능성 

때문에 이 합금에서의 부식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 합금은 Pb-55.5%Bi 합

금으로 이 합금에 노출된 Fe-Cr 합금은 LBE 환경에서 Fe 및 Cr의 용해를 일으키

므로 이에 대한 부식 거동을 조사하고 기초적인 자료의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 126 -

  LBE 합금에서의 부식 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6.2.28에 보인 산소 분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산소 분압의 기체를 고온의 액체 금속 시험 장치

로 흘려보내며 부식 거동을 조사하였다. 

  Fe-14Cr-4Al 및 Fe-16Cr-2Al ODS 합금을 산소 분압이 log(Po2) = -24.5, 

700℃에서 144,000 s 동안 부식 실험한 시험편의 계면에서의 원소 분포를 Fig. 

6.2.29에 나타내었다. 산소 분압이 낮은 환경에서 거친 산화물이 형성되었으며 이

들은 (Fe,Cr,Al)3O4로 나타났다. 시험된 ODS 합금에서 Al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산

화물의 두께는 오히려 감소한다. 

  Fig. 6.2.30에는 Fe-16Cr-4Al 및 Fe-16Cr-4Al-2W ODS 합금을 산소 분압이 

높은 log(Po2) = -16, 700℃에서 144,000 s 동안 부식 실험한 시험편 표면의 원

소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물의 형성이 안정한 산소 분압에서 치밀하고 얇은 

산화막이 형성된다. 이 얇은 산화물은 알루미나로 판단되며, 이것이 기지 금속 성분

이 LBE로 녹아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결과에 따르면 ODS 합

금에서의 부식 거동은 Cr 및 Al 농도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적의 Cr 및 Al 농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액체 금속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SCC이다. 250℃에서 450℃까지의 온도 범위에

서의 Lb-17Li 분위기에서 FMS의 파괴 거동과 인장 변형이 조사되었다. 시험 결과

는 2.8x10-7/s의 변형 속도에서 serration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LME는 관

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용접후 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용접재에서는 LME 현상

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용접재는 용접후 열처리 없이 적용 불가능

하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LME에 대한 ODS 합금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지는 조

사되어야 할 것이다. 중성자 조사, 액체 금속 분위기, 수소 및 He 존재 환경에서 

이들의 상승 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 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6.2.7. ODS 합금 제조 공정 [19]

   ODS 합금의 고온 성질은 분산된 산화물의 크기와 입자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

다. ODS에서 산화물의 형성 과정은 기계적 합금 (mechanical alloying, MA) 동안

의 산소의 오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일본 Kobelco의 경우 합금 분

말과 공기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여 합금을 제조하는 공정이 적용되고 있다.

  Fig. 6.2.31에는 분말로부터 ODS 합금을 제조하는 과정이 개략적으로 나타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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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에 사용되는 분말은 원소 분말이 아니라 합금 분말을 사용하며, 크기가 80μ

m 정도의 합금 분말과 20nm 크기의 Y2O3 분말이다. 각 batch에는 5Kg 정도의 

합금이 생산되고 MA 작업은 48동안 실시된다. Ball mill은 220 rpm으로 동작되며 

Ar 분위기에서 동작한다. Ar 분위기에서 MA 처리되므로 MA 분말합금에는 Ar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stainless steel can에 넣어 탈가스 처리되며, 열간 압출은 

1150℃에서 25mm 정도의 크기로 압출된다. 이 장치를 Fig. 6.2.32에 나타내었다.

  Ma 과정에는 발열이 수반되므로 ball mill의 적정 회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

전수에 따른 용기의 온도를 Fig. 6.2.33에 나타내었다. 회전수의 증가에 따라 

torque가 증가하고  MA 용기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 회전수

와 시간에 따른 MA 합금의 입도를 Fig. 6.2.34에 나타내었다. 적정 회전수는 190 

rpm으로 판단되고, MA 시간은 48시간으로 판단된다. 

  ODS 합금에 Al의 첨가에 따른 700℃에서의 인장 강도를 Fig. 6.2.35에 나타내

었다. Al의 첨가에 따라 인장 강도가 감소하며 Al이 4% 정도 첨가되면 인장 강도

가 약 25% 정도 감소한다. Al의 첨가는 LBE나 SCPW 환경에서의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Al 첨가에 의한 강도의 감소는 Al2O3와 Y2O3의 복

합물인 Y2Al2O6가 형성하기 때문이다. Al이 첨가되면 산화물의 성장 속도는 현저히 

상승하므로 Al이 첨가된 ODS 합금에서 산화물의 성장을 억제할 원소의 첨가가 필

요하다. 

  산화물을 미세화시키기 위하여 Fe-15.5cr-4Al-0.35Y2O3 합금에 Zr, Hf, Ce을 

첨가하여 산화물 형성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TEM 관찰 결과를 Fig. 6.2.36에 나타

내었다. Hf와 Zr의 첨가는 산화물을 미세화시키나 Ce 첨가는 미세화 효과가 현저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산화물을 미세화 시키는 원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조한 ODS 합금에 대한 화학

조성 분석 결과를 Table 6.2.8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잉여 산소량은 

용융 방법으로 제조한 합금에 비하여 높게 분석된 산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합

금에 대한 상온 및 700℃에서의 강도 분석 결과는 Table 6.2.9에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Ti이 첨가된 합금은 700℃ 항복 및 인장 강도가 각각 380 및 389 MPa로 

나타났다. 강도와 연성은 피복관 제조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높은 값을 가진다. Al

이 첨가되지 않고 Ti이 첨가된 합금의 강도가 Zr이나 Hf가 첨가된 합금보다 높지

만 Ti은 Al이 첨가되는 경우 산화물의 성장을 충분히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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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e-15.5%Cr-1.9%W-3.9%Al-0.2%Ti-0.33Y2O3 합금을 기초로 하여 0.3 및 

0.6% Zr 첨가 합금과 0.6 Hf 첨가 합금의 적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6.2.10에 보인 바와 같은 합금의 준비하였다. 이들 합금에서의 잉여 산소의 농도는 

0.1% 이하를 나타내어 ODS 제조 과정에서 화학 성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다. 

  이들 합금에서 Zr 및 Hf가 첨가된 합금에서 석출되는 석출물의 크기와 잉여 산

소량에 관계를 Fig. 6.2.37에 나타내었다. 잉여 산소가 높을수록 산화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2.38에는 잉여 산소량과 경도의 관계를 나타내었

다. 잉여 산소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물의 크기는 감소하므로 강화 효과는 증대되

고 경도는 증가한다. 경도는 Zr이 첨가된 경우보다 Hf 첨가한 합금에서 더 높아진

다.  700℃에서의 인장 강도에 미치는 잉여 산소의 영향은 Fig. 6.2.39에 나타내었

으며 잉여 산소의 농도가 0.07%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포화된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ODS 합금 제조 방법은 MA 작업에서 산소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MA 장치를 사용하여 합금 분말을 사용하며 탈기 처리후 고온 압출 공

정에 의해 ODS 합금을 제조하는 방향을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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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론

   차세대 원자로에서 매우 효율적인 피복관을 제작하기위하여 super ODS 합금의 

R&D가 추진되었다. SCPW에서 부식 저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금 설계의 측면

에서 14~16%Cr에 4%Al 첨가가 필요하다. Super ODS 합금 설계의 관점은 부식

의 측면에서 14% 이상의 Cr을 필요로 하는 반면 embrittlement의 측면에서는 

16% 이하의 Cr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4%의 Al 첨가는 SCPW 및 LBE에서 부식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이

다. 그렇지만 Al의 첨가는 인장강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이것은 산화물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16% Cr ODS에 대한 4%의 Al 첨가는 SCWP나 LBE 환경에

서 부식 저항성을 높이는 긍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고온 강도의 측면에서는 해

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2%의 W과 0.1%의 Ti 첨가는 고온 강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또한 

소량의 Zr이나 Hf의 첨가는 Al이 첨가된 ODS 합금에서 700℃에서의 크리프 강도

를 현저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l 첨가 합금에서 산화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미세한 산화물의 숫자를 증기시키기 위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이 연구는 Hf 및 

Zr의 첨가가 이를 극복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Hf 및 Zr의 첨가에 의

한 산화물 분포 개선 효과는 Al 첨가의 부정적인 효과를 넘는 것이다. 또한 중성자 

경제의 측면에서는 Hf보다는 Zr 첨가가 유리할 것이다. 

  16Cr-4Al ODS는 150 dpa까지 이온 조사한 시험 결과 이온 조사에 대하여 매우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 bubble의 성장과 결정입계에서의 He의 편석은 

산화물의 분산에 의하여 억제되었다. 이것은 nano-sized 산화물의 분포가 조사 조

건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도록 하는 상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

은 조사저항성과 고온에서 높은 강도를 갖는 Super ODS가 개발되었다. 

  Super ODS는 SCWR과 LFR이나 SFR에 대한 피복관 재료로 높은 가능성을 가

진 것으로 판단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 고효율로 가동될 가능성 때문에 고 Cr 

steel에 대하여 중성자 조사, 크리프 시험, 장시간 부식, aging 시험과 같은 장시간 

성능 실험은 필수적이다. Super ODS 합금에 대한 기초적인 물성 평가를 바탕으로 

피복과 재료의 접합이나 대규모 생산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 원자로 피복관의 

engineering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은 SFR 핵연료 피복관외에도 여러 가지 차세대 

원자로에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Super ODS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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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 Assessment of feasibility of zircalloy, austenitic stainless steels, 

ODS steels for cladding of high burn-up operation more than 150GWd/t. 

Issues Zircaloy Stainless Steel ODS

 1) Irradiation Embrittlement × × ○

 2) Swelling × △ ○

 3) Phase Stability × ○ ○

 4) High Temp Strength × △ ○

 5) Corrosion(SCPW) × ? ?

 6) Compatibility(Fuel) × ○ ?

 7) Hydrogen Embrittlement × △ ?

 8) Helium Embrittlement ? × ○

 9) IASCC × × ?

Total Performan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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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3A 4A 5A 3B 4B

Elements Sc Ti V Al Si

Atomic# 21 22 23 13 14

Oxide Sc2O3 TiO2 V2O5 Al2O3 SiO2

Formation Energy -990 -770 -570 -800 -

Elements Y Zr Nb

Atomic# 39 40 41

Oxide Y2O3 ZrO2 Nb2O

Formation Energy -995 -800 -500

Elements La Hf Ta

Atomic# 57 72 73

Oxide LA2O3 HfO2 Ta2O5

Formation Energy - -900 -570

Table 6.2.2. Oxide formation energy of alloy elements (15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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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3. Chemical compositions of ODS steels used in this work. 

Chemical Composition (wt.%)

C Cr W Al Ti Y O Ni Ce Hf Zr Y2O3 Ex.O

SOC-1 0.020 16.11 - 3.44 0.09 0.27 0.14 - - - - 0.34 0.07

SOC-2 0.040 13.65 - 3.35 0.07 0.28 0.14 - - - - 0.36 0.06

SOC-3 0.050 17.33 - 3.50 0.09 0.27 0.14 - - - - 0.34 0.07

SOC-4 0.020 15.77 - 1.85 0.09 0.27 0.14 - - - - 0.34 0.07

SOC-5 0.040 15.95 - - 0.09 0.27 0.15 - - - - 0.34 0.08

SOC-6 0.040 15.68 - 1.70 0.09 0.28 0.15 - 0.37 - - 0.36 0.07

SOC-7 0.150 11.61 - 1.34 - 0.28 0.15 0.93 - - - 0.36 0.07

SOC-8 0.030 15.42 1.85 3.80 0.10 0.28 0.16 - - - - 0.36 0.08

SOC-9 0.022 15.29 1.91 3.88 0.09 0.98 0.18 - - - - 1.24 0.08

SOC-10 0.052 14.85 1.84 3.73 0.09 0.27 0.17 - - - 0.63 0.34 0.10

SOC-11 0.024 15.12 1.92 3.93 0.10 0.28 0.25 - 1.32 - - 0.36 0.17

SOC-12 0.043 14.54 1.93 3.01 0.13 0.28 0.17 - - 0.62 - 0.36 0.09

Table 6.2.4. Summary of composition in Zr and Hf added ODS

Y2O3 [%] Zr Hf

0.35 0 0

0.35 0.3 0.6

0.5 0.15 0.3

0.5 0.3 0.60

0.5 0.45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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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 Cr W Al Ti Zr Y2O3

SOC1 0.02 16 0 4 0.1 0.35

SOC5 0.02 16 0 0 0.1 0.35

ID C Cr W Al Ti Zr Y2O3

SOCP-1 <0.03 15.5 2 4 0.6 0.35

SOCP-3 <0.03 15.5 2 0 0.15 0.35

Table 6.2.5. Summary of diffusion data for additive element (1150℃).

elements Q [kJ/mol] D [m2/s]

V 274 5.4 x 10-15

Nb 267 1.3 x 10-14

Ti 251 9.2 x 10-15

Hf 407 4.1 x 10-16

Table 6.2.6. Creep test results at 973K of each candidate ODS steel. 

Materials
Creep strength (700℃

10,000 Hours) [MPa]

16 Cr-ODS 100

16Cr-4al-ODS 60

16Cr-4Al-Zr-ODS 120

16Cr-4Al-Hf-ODS 110

Table 6.2.7. Chemical composition of investigated Super ODS steels for 

electr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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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8. Chemical compositions of Zr, Hf and Ti added ODS steels.

Alloy
Chemical Composition (wt.%)

Cr W Al Ti Hf Zr Y O Y2O3 Ex.O

SOCP-1

Al, Zr added
14.48 1.9 3.1 - - 0.48 0.26 0.11 0.33 0.04

SOCP-2

Al, Hf added
14.66 1.9 3.6 - 0.46 - 0.25 0.10 0.32 0.03

SOCP-3

Ti added
13.38 1.9 0.03 0.16 - - 0.26 0.12 0.33 0.05

Table 6.2.9. Tensile properties of Zr, Hf and Ti added ODS steels.

Alloy

Test

temperature

0.2%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Elongation

Reduction 

of

area

 (K) (MPa) (MPa) (%) (%)

SOCP-1

RT

685 862 21 67

SOCP-2 751 915 23 73

SOCP-3 1059 1140 19 74

SOCP-1

973

224 232 38 84

SOCP-2 238 247 34 68

SOCP-3 380 389 1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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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0. Chemical analysis compositions of the candidate ODS steels.

Alloy class
Chemical Composition (wt.%)

Cr W Al Ti Hf Zr Y O Y2O3 Ex.O

SOCP-4

Zr added

1 15.18 1.9 3.7 0.12 - 0.31 0.26 0.10 0.33 0.03

2 15.42 1.9 3.8 0.12 - 0.33 0.26 0.14 0.33 0.07

3 15.41 1.9 3.8 0.12 - 0.32 0.26 0.17 0.33 0.10

SOCP-5

Ti-Zr added

1 15.15 1.9 3.9 0.11 - 0.57 0.26 0.10 0.33 0.03

2 15.19 1.9 2.9 0.11 - 0.58 0.26 0.14 0.33 0.07

3 15.11 1.9 3.9 0.11 - 0.59 0.26 0.17 0.33 0.10

SOCP-5

Hf added

1 15.28 1.8 3.84 0.12 0.57 - 0.25 0.10 0.32 0.03

2 15.47 1.8 3.89 0.12 0.59 - 0.26 0.14 0.33 0.07

3 15.44 1.8 3.90 0.12 0.59 - 0.26 0.17 0.33 0.10



- 139 -

Fig. 6.1. The appearance of ODS steel specimens after corrosion test in 

LBE for 1x104 hr at 923K (DO: 1x10-6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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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The dependence of the weight gain on the Cr and Al contents in 

16 and 19Cr-ODS steels. SUS430 is a ferritic steel containing 16wt.%Cr and 

4wt.%Al. 



- 141 -

Fig. 6.3. Aging embrittlement of high Cr-ODS steels. Absorbed fracture 

energy was measured at RT with use of miniaturized CVN specimen which 

measures 1.5 mm square with 20 mm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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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The effect of Al addition on the ultimate tensile strength of 

19Cr-ODS steel at temperature between 300 and 673K. JLF-1 is a 

martensitic steel with 9wt.%Cr without Al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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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Oxide particles including in several samples after annealing.

Fig. 6.6. High resolution image and diffraction from oxide particles after 

minor alloying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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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The size of oxide particles as a function of minor alloy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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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The number density of oxide particles as a function of minor 

alloy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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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Vickers hardness as a function of minor alloying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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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 Hardness as a function of (number x size) factor in Hf added ODS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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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Oxide particles including in several samples after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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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 Ultimate tensile strength at 973K of each candidate ODS steel 

(bar). The tensile specimen axis is parallel to extrusion direction. Right axis 

is a measure of an isotropy in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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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 Summary of creep strength of Zr and Hf added ODS (13~16%Cr 

1.5~4%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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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4. He bubbles in ODS steel and JLF-1 steel (60 dpa, 900at.ppmHe, 

7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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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5. Depth profile of displacement damages on steels calculated by 

TRIM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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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6. Cross-sectional TEM images of SOC-1 irradiated at (a) 300 °C, 

10 dpa (b) 500 °C, 10 dpa (c) 650 °C, 60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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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7. Irradiation hardening of SOC-1 investigated by nano-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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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8. Dark field TEM images of dislocation loops on ion irradiated 

SOC-1 (a) and (b) 300°C, 10dpa (c) and (d) 500°C, 10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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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9. TEM image of (Y, Al) oxides on SOC-1 irradiated at 650°C and 

60dpa (a) High magnification TEM image (b) High resolution TEM image of 

a oxide taken from Z≈=[100].

Fig. 6.20. TEM images of complex oxides on the Super ODS steels (a) 

Unirradiated SOC-1 (b) Unirradiated SOC-5 (c) Unirradiated SOCP-1 (d) 

Unirradiated SOCP-3 (e) Irradiated SOC-1 (f) Irradiated SOC-5 (g) 

Irradiated SOCP-1 (h) Irradiated SOC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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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 Size distribution of oxides on the Super ODS steels before and 

after ion irradiation at 650°C and 60dpa (a) SOC-1 (b) SOC-5 (c) SOCP-1 

(d) SOC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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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2. Averaged diameter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Super OD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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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3. Schematic diagram of open-loop system for corrosion tests in 

SCPW. Corrosion test specimen measures 18 x 10 x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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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4. Weight gain as a function of corrosion time of a ferritic alloy, 

SUS430 and an ODS ferritic steel (SOC5) after exposure to SCPW at 773K 

with 8 ppm of dissolved oxygen under a pressure of 25 MPa. All the 

materials contain no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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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5. Weight gain as a function of corrosion time of ODS ferritic steels 

after exposure to SCPW at 773K with 8 ppm of dissolved oxygen under a 

pressure of 2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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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6. Surface morphologies of specimens after corrosion test: (a)SOC1, 

(b)SOC5, (c)SOC7, (d)SOC8, (f)SOC12, (g)SOC14 and (h)SOC15 were 

exposed at 773K for 1800 hr, while (e)SOC9 and (i)SOC16 were exposed at 

773K for 300 hr. Note that SUS430 was exposed at 773K for 1000hr. 



- 163 -

Fig. 6.27. Weight gain of ODS ferritic steels with Cr content (a) and Al 

content (b) after exposure to SCPW at 773K with 8 ppm of dissolved 

oxygen under a pressure of 2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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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8.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controlling apparatus for the partial 

pressure of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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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9. Results of the interfacial observation of the developed super ODS 

steel candidates, (a) Fe-14%Cr-4%Al and (b) Fe-16%Cr-2%Al, under 

log(pO2) = –24.5 at 973 K for 144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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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0. Results of the interfacial observation of the developed super ODS 

steel candidates, (a) Fe-16%Cr-4%Al and (b) Fe-16%Cr-4%Al-2%W, under 

log(pO2) = –16 at 973K for 144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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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1. Manufacturing process of OD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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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2. High performance attrition ball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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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3. Load and temperature change in M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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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4. Effect of rotating speed and MA time on particle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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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5. Effect of Al content on the tensile strength at 700℃ in 

Fe-15.5Cr-1.9W-3.9Al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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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6. Effect of the third elements on the oxide particle sizes in 

Fe-15.5Cr-1.9W-3.9Al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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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7. Relationship between MA powder’ diameter and excessive oxygen  

in Fe-15.5Cr-1.9W-3.9Al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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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8. Effect of excessive oxygen content on Vickers hardness in 

Fe-15.5Cr-1.9W-3.9Al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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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9. Effect of excessive oxygen content on tensile strength at 700℃ in 

Fe-15.5Cr-1.9W-3.9Al 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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