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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1. 일반현황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
기술분류 519

과제명(과제번호) 원전 배관용 감육저항 개량 탄소강 개발 (2010161010006B)

주관기관

기관
(기업)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1959. 02. 03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대로 1045 (덕진동 150-1)

대표자
(기관장)

양명승 연락처 042-868-2000

홈페이지 www.kaeri.re.kr Fax 042-868-2702

기술개발

현황

총괄책임자 이창규 연락처 042-868-8551

실무담당자 박진주
연락처
(e-mail)

042-868-4834
(jinjupark@kaeri.re.kr)

참여기관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180,000 2,180,000

총개발
기간

2007. 04. 01 ~ 2010. 06. 30

2. 기술개발개요

•원전 2차 냉각계통 배관 탄소강 소재에 대하여 입자분산 강화 개량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감육저항성 및 파괴저항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전 배관용 장수명 감육저항 탄

소강 소재를 개발하고 개량 탄소강 배관을 제조하여 실용화 기술을 확보함.

○ 용융 탄소강 내 세라믹 분산 강화재의 직접분산주조 요소기술

○ 세라믹 분산 강화재의 직접분산주조 최적화 기술

○ 개량 탄소강의 감육 및 파괴저항성 분석기술

○ 개량 탄소강 소재 시제품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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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감육저항, 탄소강 개량, 세라믹 강화재, 용해분산주조

핵심기술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 개량기술 : 초미세 세라믹 강화재 입자를

용해주조 방법을 이용하여 용융 탄소강 기지 내에 분산시킴으로써 탄소

강 소재를 개량하는 기술

최종목표
내환경 장수명 원전 2차 냉각계통 배관용 입자분산강화 개량 탄소강 소

재 개발 : 감육저항성 (내침/부식성), 강도, 파괴저항성 20% 이상 향상

개발내용 및 결과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통한 미세세라믹-금속

복합분말 강화재 제조 기술 확보하여 세라믹 입자 미세화 및 세라믹 표

면의 금속코팅을 동시에 구현함. 또한,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는

3차년도에 기업체 기술이전을 완료함.

-계면활성금속 도입을 통한 세라믹 입자의 용탕 내로의 젖음성 및 분산

안정화 기술 확보하여, 세라믹 입자를 탄소강 용탕 내로 초기 투입대비

최대 40%까지 장입 성공함.

-기존 주조 공정 중 레이들 바닥에 강화재 장입 후 출탕하는 분산주조

공정절차를 확립함으로써 개량 탄소강 소재 제조 공정기술을 확보함.

-분산주조 개량 탄소강 특성 평가를 통해 주조조직 전체적인 조직미세화

를 확인하였고, 기계적 특성 및 감육저항성이 향상됨. 소재의 인성은 일

부 감소되어 파단전 누설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기술개발배경

-2차계통 배관 탄소강 소재의 경우 소재가 싸고, 가공성 및 용접성이 좋으

나 감육저항성 및 파괴인성이 매우 불량하여, 국내외 원전에서 다수의 감

육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원자력 가혹 환경에서 감육 및 파괴

저항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탄소강 개량 기술 개발이 필요함.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미세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기술은

국내외적으로 개발이 전무한 기술 분야이며, 서로 물리적 특성이 상이

한 세라믹과 금속을 용해주조를 통하여 이종 복합화하는 것이기 때문

에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국외에서도 최근에서야 일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술

을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본 과제를 통해 상기 기술에 대한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했으며, 향후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원전부품의

소재 원천기술로써 활용 뿐 아니라 기술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적용분야

-원자력산업의 경우 2차 냉각계통 배관 소재인 탄소강 소재를 개량하여

적용함으로써 부품의 성능을 개선하고 가동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미래형 원자로의 유력한 추천 재료인 산화물분산강화 소재 개발

시 원천소재 기술로써 적용이 가능함.

-타 산업의 경우 특히 선박, 해양 산업의 스크류와 펌프 임펠러, 발전용

가스터빈 산업의 블레이드 분야, 각종 수력기계와 군수용 수상 및 수중

함정의 해수 및 배기계통, 자동차, 항공산업의 추진기관, 터빈 등 고기능

부품에 기술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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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가동원전 2차계통 배관 탄소강 소재의 경우 감육저항성 및 파괴인성이 낮

아 국내외 원전에서 다수의 감육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감육 및 파괴에 보다 강한 소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나노세라믹 분

산강화를 이용한 분산주조 개량기술이라는 독창적이면서도 산업적 적용성

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였음. 이에 따라 독자적으로 설계 및 구축을 완

료한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조된 분산주조용 나노

세라믹 강화재에 계면활성 금속을 소량 첨가하여 세라믹 강화재의 용탕내

로의 젖음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강화재의 기지 내 분산 안정성을 극대

화함으로써 최적 분산안정화 기술을 확보하였음.

-선진국에서도 용해주조를 이용한 미세 세라믹 입자분산주조 기술은 개발

되지 않았고, 본 기술이 최종 상용화될 경우 세계 최초의 기술이 될 것임.

-주요 연구성과 : 사업체 기술이전 1건, 국내특허출원 4건, 학회 논문발표

31건(국내 25건, 국외 6건), 학회지 논문게재 6건(국내 2건, 국외 SCI 4건)

경제적 성과

금속과 세라믹의 복합화에 의한 강화함금과 같은 내환경 특수 소재의 복

잡한 제조공정과 고비용에 따라 현장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

하고 저렴한 입자분산주조기술을 통해 가혹환경에 있는 다양한 원전 부품

의 효율적 소재 개량을 통해 가동원전의 경쟁력을 높일 것임.

5.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 미세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 개량기술은 전통적인 주조

기술을 이용하므로 기술적 부가가치 및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혁신적

신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 기술의 소재 의존도가 없어서 상용 원자력

배관소재 부품 산업으로의 무한 기술 파급을 기대할 수 있음. 이로부터 국

내의 원전소재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차세대

원전개발이 세계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사회․경제적 측면 : 성능이 우수한 원전 부품 소재를 제조함으로써 원전

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사회적 저항

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감육저항성이 매우 우수한 탄소강 소재개량 기술

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실용화 가능한 원전 배관 제조기술을 확립할

수 있음.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 :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를 이용한 부품소재 개량기술은

국내 원전 재료의 장수명 요건을 확립하고 원자력 발전소 부품 수명 연장

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경제적 측면 :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기술에 의한 개량 탄소강 배관

소재는 용탕에 강화재를 0.1wt% 정도 첨가하여 기존과 동일한 주조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생산단가의 상승요인

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관 소재 가격에는 거의 변동이 없

으면서 성능이 우수한 소재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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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시장

-원전 배관용 탄소강 소재는 크게 seamless 배관과 welded 배관으로 구분

이 가능한데, 국내 업체의 경우 seamless 배관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없

으며, welded 배관의 경우에는 탄소강 코일 원자재를 이용하여 세아제강,

현대 하이스코 등에서 제조가 가능하다.

해외시장

-Seamless 배관의 경우 주로 일본 (스미또모) 등지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노세라믹 입자 분산주조를 이용한 개량 탄소강 소재는 기

술 개발 뿐 아니라 상용제품이 나온 바 없다.

7. 제품 사진 (기술개발 제품 관련 사진, 그림, 도면 등)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 제조를 위한 대용량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시스템]

[기계적 활성화 미세세라믹-금속 복합 분말] [계면활성금속 첨가 강화재 혼합 분말]

[미세입자 분산주조 개량기술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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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

과제명 원전 배관용 감육저항 개량 탄소강 개발

주관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대로 1045 (덕진동 150-1)

대표자(기관장) 양명승 연락처 042-868-8551

총괄책임자 이창규 FAX 042-868-4847

총개발기간 2007. 4. 1. ~ 2010. 6. 30.

총사업비(백만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참여기관(책임자)

성과지표 세부지표 성 과 비 고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위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
출원 4 건

등록 건

국외
출원 건

등록 건

논문발표
국내 27 건

국외 10 건

파급효과

고용효과
개발 전 명

개발 후 명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국산화율 %

기타 표준 제개정, 기술이전 및 수상실적 등 기술이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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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연구 성과

1.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기타 등으로 종류 구분)

번 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출원번호 발생차수

1 특허

금속-세라믹 복합 비금속성 개량재, 이의 제

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기계적 특성이 향상

된 금속재료

2008.03.04 한국 2008-20128 2차년도

2 특허

세라믹/금속 복합분말 강화재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되는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

는 세라믹/금속 복합분말 강화재

2009.05.25 한국 2009-0045408 3차년도

3 특허

고속 기계적 밀링장치를 이용한 나노 세라믹

분산강화 합금/금속 분말의 제조방법 및 이

에 따라 제조되는 나노 세라믹 분산강화 합

금/금속분말

2009.07.27 한국 2009-0068395 3차년도

4 특허
주조용 세라믹 입자의 제조 방법 및 세라믹

입자
2009.10.06 한국 2009-094616 3차년도

2. 논문 게재/발표 실적

번

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국내,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1 학회발표

세라믹강화제 첨가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의 인장 및 마모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7

추계학술대회

2007.

11.05
국내 1차년도

2 학회발표

고체입자충격에 의한 분산 강

화 스테인리스강의 침식 메커

니즘 및 침식저항성 고찰

한병선

외

2007 한국

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

11.13
국내 1차년도

3 학회발표

스테인리스강의 케비테이션 고

체입자 충격에 의한 침식손상

특성

홍성모

외

2007 한국

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07.

11.13
국내 1차년도

4 학회발표
밀링속도 및 시간변화에 따라

제조된 Y2O3 분말의 특성 연구

한병선

외

2008 한국

분말야금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4.10
국내 2차년도

5 학회발표
고에너지 볼밀법에 의해 제조

된 Y2O3 분말의 특성 연구

홍성모

외

2008 한국

분말야금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4.10
국내 2차년도

6 학회발표

304스테인리스강의 케비테이션

및 SiO2 고형립 충격손상의 정

량적 고찰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2008.

4.24
국내 2차년도

7 학회발표

TiC 입자분산강화 스테인리스

강의 케비테이션 및 고형립 동

시충격 거동 특성연구

한병선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2008.

4.24
국내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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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국내,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8 학회발표
밀링속도 및 시간에 따른

TiC-Cu 복합분말의 특성연구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2008.

4.24
국내 2차년도

9 학회발표

TiC 강화입자 첨가에 따른 주

조 탄소강의 미세조직 특성연

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2008.

4.24
국내 2차년도

10 학회발표

용액 내 고형립 농도에 따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의 케비테이션 충격손상 특성

연구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2008.

10.23
국내 2차년도

11 학회발표
고에너지 볼밀링 공정에 의한

Ni-Y2O3 복합분말의 특성

한병선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2008.

10.23
국내 2차년도

12 학회발표
TiC 세라믹 분산주조 탄소강

제조 및 특성연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2008.

10.23
국내 2차년도

13 학회발표

고에너지 기계적밀링 공정에서

TiC입자 미세화 거동에 미치는

금속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성모

외

2008 한국

분말야금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

11.13
국내 2차년도

14 학회발표

세라믹 입자가 분산된 주조 탄

소강의 케비테이션 및 마모 특

성에 관한 연구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2009.

4.24
국내 3차년도

15 학회발표

주석 함량 변화에 따른 주조

탄소강의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박진주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2009.

4.24
국내 3차년도

16 학회발표
TiN 입자 분산 탄소강 주조재

의 미세조직 관찰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9

춘계학술대회

2009.

4.24
국내 3차년도

17 학회발표

TiC 및 TiN 세라믹 입자가 분

산된 주조 탄소강의 기계적 특

성 연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2009.

10.22
국내 3차년도

18 학회발표

고속의 기계적 밀링 공정에 의

해 제조된 Ni계 ODS (MA

Ni-20Cr-2Y2O3) 합금분말의 합

금화 거동 및 미세구조 특성연

구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2009.

10.22
국내 3차년도

19 학회발표

미세 세라믹 입자 첨가에 의한

탄소강의 주조조직 및 입자분

산 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2009.

10.22
국내 3차년도

20 학회발표

고에너지 밀링 공정을 이용한

Fe-14Cr-2Y2O3 나노복합분말의

in-냐셔 wpwhxmrtjd

최희진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2009.

10.22
국내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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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

명
저널명 일시

구분(국

내,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21 학회발표
고속볼밀공정에 의해 제조된

Ni-Y2O3 나노복합분말의 특성

박진주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2009.

10.22
국내 3차년도

22 학회발표
Synthesis of Fe-TiB2 nanocomposite

powders by mechanical alloying

김지순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2009.

10.22
국내 3차년도

23 학회발표

고에너지 기계적 밀링공정으로 제조

된 Ni-Cr-Y2O3 및 Fe-Cr- Y2O3 나

노복합분말의 특성

최희진

외

2009 한국

분말야금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

11.12
국내

3차년도

24 학회발표

고에너지 볼밀 공정을 이용한

Fe-TiC 나노복합분말의 제조 및 특

성 분석

김지순

외

2010 한국

분말야금학회

추계학술대회

2010.

4.8
국내 3차년도

25 학회발표

Synthesis of Fe-TiC composite

powder by high-energy milling

process

김지순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2010.

4.22
국내 3차년도

26 학회발표

Dispersion behavior of Y2O3

particles in hypo, hyper and

eutectic binary Al-Cu cast alloys

박진주

외

Asian Foundry

Congress 2007

2007.

5.8
국외 1차년도

27 학회발표

Dispersion strengthening of cast

aluminum using nano-sized Y2O3

ceramic powder

김광호

외

Asian Foundry

Congress 2007

2007.

5.8
국외 1차년도

28 학회발표

Characterization Ni-Y2O3 composite

powders synthesized by high

energy ball milling process

한병선

외

9th Inter. Sym. on

Nanocomp. &

Nanoporous Mat.

2008.

5.14
국외 2차년도

29 학회발표

Homogeneous dispersion of TiC

nano particles in carbon steel by

the casting method

이상훈

외

9th Inter. Sym. on

Nanocomp. &

Nanoporous Mat.

2008.

5.14
국외 2차년도

30 학회발표

Dispersion of ultrafine SiC

particles in molten aluminum

matrix

박진주

외

The 1st sym. on

Hybrid Mat. &

Processing

2008.

10.28
국외 2차년도

31 학회발표
Fabrication of the cast carbon steel

with ultrafine TiC particles

이상훈

외

The 1st sym. on

Hybrid Mat. &

Processing

2008.

10.28
국외 2차년도

32 논문게재

아공정, 공정, 과종정 조성의 Al-Cu

주조합금에서의 Y2O3 분말의 분산

거동에 대한 연구

박진주

외

한국분말야금

학회지, 14권

(2007) p.123

국내 1차년도

33 논문게재

수중충격파를 이용한 충격고화와 반

응합성으로 제조된 Ti5Si3 금속간 화

합물의 표면코팅 층의 특성연구

이상훈

한국분말야금

학회지, 15권

(2008) p.101

국내 2차년도

34 논문게재

Properties of dispersion of Y2O3

particles in hypo, hyper and

eutectic binary Al-Cu alloys

박진주

외

J. Mat. Sci and

Tech., Vol.24

(2008) p.57

국외 SCIE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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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

명
저널명 일시

구분(국

내,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35 논문게재

Corrosion behavior of ceramic

dispersion strengthened high-Cr

stainless steel

이경자

외

Solid State

Phenomena,

Vol.135 (2008)

p.127

국외 SCIE 2차년도

36 논문게재

Homogeneous dispersion of TiC

nano particles in a cast carbon

steel matrix

이상훈

외

J. Nanosci &

Nanotech. Vol.10

(2010) p.258

국외 SCI 3차년도

37 논문게재

Properties of Cu-based

nanocomposites produced by

m e c h a n i c a l l y - a c t i v a t e d

self-propagating high-temperature

synthesis and spark-plasma

sintering

김지순

외

J. Nanosci &

Nanotech. Vol.10

(2010) p.252

국외 SCI 3차년도

3. 기술이전 실적

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수입금액(백만원) 발생차수

1
수평식 고속볼밀 제조

관련 know-how 기술
한국 (주)태명과학 2009.8.27

-선급기술료 : 30

-경상기술료 : 3%, 12년
3차년도

4. 인증/포상 실적 등 (국내 및 국외)

번호 구분 명칭 일시 국명 수여기관명 발생차수

차년도

5.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소요기간(년)

소요예산(백만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시장점유
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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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 창출

항목 세부 항목 성 과

고용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개발 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7. 기타 성과

8. 변경이력 (있을 경우 기재)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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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 2차계통 배관 탄소강 소재의 경우 소재가 싸고, 가공성 및 용접성이 좋으나, 감육저항

성 및 파괴인성이 매우 불량하여, 국내외의 원전에서 다수의 감육 손상 사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관 감육 손상 발생 시 고가의 스테인리스강으로 교체하고 있

음. 따라서, 감육 및 파괴저항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탄소강 개량 및 실용화 기술 개

발이 필요함.

▪ 상용원자로의 장수명화(60년)는 원전 운영의 매우 중요한 당면 목표 중의 하나이나,

원자력 극한 환경인 고온, 고압, 침/부식 환경에 따른 원전 구조 소재의 기계적 성질

열화 문제는 원전의 빈번한 사고 및 원전의 안전성,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 특히 원전 1, 2차측 냉각계통 배관은 원전의 안전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품

으로서 배관부에서 발생하는 마모, 침․부식, 수격 (Water Hammer), 유체가속부식

(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등에 의한 감육과 파단, 그리고,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에 의해 발생된 균열 및 결함은 냉각재 누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1차측의 경우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원

전 주요 구조 설비라고 할 수 있음.

▪ 원전 1차측 냉각 계통 배관의 경우 냉각재 온도가 최고 327℃까지 가열되며, 운전압력

은 약 152기압에 이르며, 고속으로 흐르는 냉각재가 유체유발 진동에 의한 마모를 유

발하는 등 국내 원전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경년열화 손상이 보고되

고 있음. 또한 고온에서 유속이 매우 빠른 환경에서는 탄소강의 부식이 가속되는 현

상(FAC)이 나타나며 이는 2차계통 탄소강 배관과 중수로 피더관의 두께를 감소시킴

으로서 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파열 또는 누설사고를 유발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1996년 월성 1호기 급수 배관에서 31.5%의 두께 감육이 보고되었으며, 배

관 감육의 대책으로 1999년 영광2호기 고압터빈 출구배관 교체 및 1999-2000년 고리

3,4호기, 영광 1,2호기 주급수관 직관부를 교체한 바 있음. 2004년의 경우 7월 영광 2

호기 주증기배관 감육방지를 위해 교체한 스테인리스강 배관의 용접부에서 이종용접

불량에 의한 누설 사고가 발생하였음. 하기의 표는 국내 원전의 1차 및 2차계통 배관

및 용접부에서의 균열에 따른 누설 사고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된 주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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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의 1차 및 2차계통 배관 및 용접부에서의 균열 누설 사고 사례]

원전 사고일자 계통 사고내용

고리 1호기 1986.05.08 1차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수유량 지시계 신호선

연결탭 용접부위에서 균열이 발생

고리 2호기 1989.01.02 2차 증기발생기 B의 hand hole에서의 누설

영광 2호기 1989.06.17 1차 원자로 냉각재유로 RTD 우회배관 차단밸브 누설

고리 2호기 1989.09.12 1차
원자로냉각재펌프 A의 제 1번 밀봉 유출수 유량

증가

월성 1호기 1990.08.11 2차 증기발생기 급수계통 유량계측기 감지관 균열

고리 2호기 1992.08.30 1차
원자로냉각재계통 LOOP 2 저항온도계측기

우회배관 차단밸브 누설

월성 1호기 1995.09.24 1차 1차 계통 금속재료시편감시계통 배수밸브 누설

월성 2호기 1998.02.10 1차 핵연료교환기 중수공급계통 필터#2 배기관 누설

월성 1호기 1998.03.24 1차 증기발생기 #3의 맨웨이 가스켓 내부누설 보수

고리 3호기 1998.11.20 2차 습분분리 재열기 배수관 파손

울진 1호기 1998.12.11 1차 냉각해수계통 배관 누수

울진 1호기 1999.06.26 2차 주급수펌프 정지

영광 2호기 1999.09.24 1차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배관 누설

월성 2호기 2001.03.07 1차 정화계통 누설

울진 4호기 2002.04.05 1차 정지 중 증기발생기 전열관 누설

월성 2호기 2004.06.18 1차 결함연료탐지계통 누설 보수

영광 2호기 2004.07.11 2차
고압터빈 후단 배관누설에 따른 출력감발 중

주급수계통 과도현상

영광 2호기 2004.07.11 2차 주증기계통 연결배관의 증기누설

월성 3호기 2006.04.04 1차 정지냉각계통 격리 밸브 누설

*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내원전사고 보고서

▪ 일본의 경우 2004년 8월 미하마 원전 3호기에서 주급수 배관(직관부)의 감육에 의한

파단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4명, 의식불명 2명, 중경상 5명의 큰 사상자가 발생하였

음. 파손부 두께를 측정한 결과, 최소 1.4mm으로 측정되어, 냉각수 유동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해 두께가 얇아지는 감육에 의한 파단으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었음. 이외에

쓰루가원전 1호기 4회, 하마오카원전 1호기 1회, 2호기 2회, 다카하마 원전 2호기 1회,

오이타 원전 1호기 1회 등 다수의 배관 감육 현상이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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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탄소강 배관 감육 손상 사례]

원전 사고연도 사고내용

쓰루가 1호기 1971-1983 배수용 배관 등 4회 감육 파손

다카하마 2호기 1983 2차계통 배관에서 증기 누설

하마오카 1호기 2001 1회 증기누설 (미량의 방사능 누설)

하마오카 2호기 2001 2회 증기누설 (미량의 방사능 누설)

하마오카 4호기 2002 급수 배관에서 밸브 누설

오이타 1호기 2004 2차계통 배관에서 기술기준 초과 감육

미하마 3호기 2004 급수배관 직관부 증기누설

*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외 원전사고 보고서

[일본 미하마 원전 3호기 주급수 배관 감육 파단사고-2004년 8월]

▪ 미국의 경우 1985년 Trojan plant, 1986년 Surry Unit 2에서 예측치 못한 주급수 배관

의 감육에 의한 파단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외에도 약 4000여건의

감육 손상 사례가 보고되었음. 하기의 표는 1976년 이후 미국 원전에서의 대구경 탄

소강 배관의 주요 감육 손상 사례임.

▪ 상기 일본의 미하마 원전과 미국의 Trojan plant, Surry Unit 2에서 보여지듯이, 배관

감육에 의한 파단 사고는 단계적인 파손이 아닌 일시적인 파손 즉, 예측하지 못하는

파단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함. 따라서, 배관

의 설계 시, 파단 이전에 crack 발생 및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LBB(Leak

Before Break)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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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 대구경 탄소강 배관 감육 사례]

Plant Year Description Reference

Oconee 3
1976 Extraction line pinhole leak NRC IN 82-22

1980 Replace erosion/corrosion thinned elbow NRC IN 82-22

Browns Ferry 1 1982
Failure of 8-inch discharge line on the

MSR drain pump
INPO SER 41-82

Oconee 2 1983
Failure of a 3- to 10-inch expander

down stream or a reheater drain tank
INPO SER 23-85

Calvert Cliffs 1 1984
Rupture of a 16-inch elbow in a branch

line from a cold reheat steam line
INPO LER 88-84

Trojan 1985 Failure of 14-inch heater drain piping NUREG 1344

Haddam Neck 1985
Pipe rupture downstream of a feedwater

heater

INPO LER

305-85006

Hatch 2 1986
Rupture of a 20-inch to 16-inch reducer

in an extraction steam line

INPO LER

366-86010

Surry 2 1986 Rupture of a 18inch main feedwater line NUREG 1344

Trojan 1987 Failure of 14inch main feedwater line NUREG 1344

Surry 2 1989 Failure of 16inch main feedwater line NUREG 1344

Catawba 1991 Failure of 4inch main feedwater pipe IN 92-07

Sequoyah 1994 Failure of 16inch condensate piping IN 95-11

Surry 2 1996
Cavitation erosion of letdown line

orifices
IN 98-45

Fort Calhoun 1997
Rupture of 12inch extraction steam

piping
IN 97-84

*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번호 제2004-해외1호(040809F1)

▪ 그러나, 2차계통 배관 탄소강의 경우 소재의 낮은 파괴인성으로 인하여 LBB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98년 영광 5, 6호기 건설 시 LBB 적용을 불

허하였으며, 2000년 차세대 APR1400 원전 설계 시 LBB 적용을 보류한 바 있음. 이처

럼 2차계통 배관에 대한 LBB 도입을 위해서는 균열안정성 및 파괴인성이 매우 우수

한 소재가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배관 감육 및 예측 불가능한 파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가혹 환경에서 우수한 내환경 특성을 갖는 원전 배관의 신소재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환경 소재가 없는 상황

임. 또한, 소재의 특성상 기술 개발 기간이 장기간이며 경제성 있는 소재의 개발이나

현장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그러므로, 새로운 신소재의 설계 및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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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재 개발 기술 보다는 소재의 물성 향상은 물론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소재 개량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기존의

소재 공정 및 기술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원전 부품으로의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이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감육저항성과 파괴인성을 갖는 개량 탄소강 소재를 현용

합금주조기술과 입자분산기술을 접목하여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기술이라는

독창적이고, 획기적이면서도 단순한 개량주조 공정을 통하여 원전 배관용 장수명 개

량 탄소강 소재를 개발하고, 개량 소재의 압연 및 용접 등 가공 기술을 확립하여 우

선적으로 원전 주요구조 부품인 2차계통 배관 기기에 실용화함으로써 부품의 성능을

개선하고 가동 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개발 기술의 1차측을 포함한 타 부품으로

의 확대 응용을 통해 원자력 부품 소재기술의 자립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 고강도, 고인성 개량형 소재 개발을 위한 강화재인 세라믹과 모재인 금속의 이종 복합

화 분야는 주로 물리적 방법에 의존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세라믹과 금속

간의 근본적 이질성 및 표면에너지 차이(γceramic<γmetal)로 인해 복합화가 상당히 어려

운 문제가 있음.

▪ 세라믹 강화재로서 이용되는 산화물, 탄화물 등의 세라믹 입자가 주조 공정 시 액상

기지 금속 내에 직접 용입될 때 세라믹 입자들의 기지 금속과의 융화성(compatibility)

및 젖음성(wett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속에 비해 낮은 표면 에너

지를 갖는 세라믹 입자의 표면 에너지(γceramic)를 높여줄 수 있는 세라믹 표면 활성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계적 활성화 (mechanical activation) 기술을 이용

하여 세라믹 입자의 표면에 심한 결함 및 변형 구조를 형성시키고, 다양한 금속을 검

토 선정하여 코팅 표면 처리를 함으로써 세라믹 강화재의 표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 또한 개발된 세라믹 강화재가 주조 공정 시 액상 기지 금속 내에 직접적으로 유입되

고 분포될 때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응집 방지 및 분산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함. 액상 기지 금속 내에서 세라믹 입자의 표면 흡착물들은 세라믹 입자의 표면에

너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입자의 젖음성을 저하시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 표

면 흡착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교반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세라믹 강

화재의 응집 방지 및 분산 안정화를 꾀하고자 함.

▪ 이러한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개량 핵심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고, 이를 원전 2차

측 주급수/주증기 배관 소재인 탄소강(106C)에 적용하여 감육 저항성 및 파괴저항성

이 매우 우수한 개량 탄소강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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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 개량기술 모식도]

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 국내의 경우 소재 개량기술이 미비하여 고가의 소재를 수입하거나 부품 대체에만 의

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국 대비 약 40%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 현재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 및 삼신(주) 밸브 등이 원전 구동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

며 일부 품질 개선도 이룩하였으나 선진국의 최적재료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외형적으로 알려진 재료규격 이외에 각 제조업체의 know-how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 제조상 어려움이 있음.

▪ 국산소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질의 불균일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외산 소재 특히, GE, Westinghouse사 소재의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점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외국에서 개발 중인 고기능 재료의 특성분석 또한 철저하게 분

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 최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애로점이 많은 실정이며, 국내 부품소재 개량기술은 선진국이 갖고 있는 방

법 및 공정과 비교하여 기술 격차가 크고 여전히 재료조직의 불균일성을 드러내는 등

기술 확립이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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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배관 소재의 경우 마모, 침․부식에 대한 높은 저항성, 충분한 강도 및 양호한

용접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환경 소재

의 배관은 없는 상황이며, 미국 및 북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까지 고강도 내마모 소재 개발을 위한 강화 합금 소재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강

화재인 세라믹과 모재인 금속의 이종 복합화 또는 세라믹에 의한 금속소재의 개량 기

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세라믹과 금속간의 근본적 이질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복합

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분말야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속 분말과 세라믹 분말을 기계․물리적 분쇄 및

혼합과정에 의해 복합화하는 기계적합금화 소재 기술이 개발되면서 일부 부품에 적용

되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들며, 공정 중 민

감하게 조절되어야 할 인자들이 많아서 최종 생산 재료 단가가 매우 고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소재 생산 후 부품 성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부품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연간 350ton 분량의 제한적 생산 및 일부 소규모

부품의 제한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 금속-세라믹 복합화 : 기계적 합금화 공정도]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 개량기술은 주조 용해된

액상 용융 금속에 100nm 이하의 세라믹 강화재 입자들을 균일하게 분산시킨 후 주조

하는 기술로서, 이를 위해서는 세라믹 강화재의 기지 금속과의 융화성 및 젖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라믹 표면 에너지 활성화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전무한 기술 분야임.



- 20 -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기술을 이용하여 부품소재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주조 용

해된 액상 용융 금속에 미세한 세라믹 입자들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세라믹 입자와 기지 금속과의 융화성 및 젖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세라믹 표면 에너지 활성화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전무한 기술 분야이며 러시아의 Institute of Solid

State Chemistry & Mechanochemistry (Russian Academy of Science)에서 일부 관련

기술, 즉 기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세라믹의 표면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하

기와 같이 강 계열 합금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었음. 그 결과 표면코팅

처리된 TiC 세라믹 강화재가 첨가된 조직으로서 매우 미세한 파단조직을 형성하였으

며, 경도가 9%, 강도가 약 22% 향상되었음.

▪ 원전 배관용 탄소강 소재는 크게 seamless 배관과 welded 배관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국내 업체의 경우 seamless 배관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없으며, 주로 일본 (스미또

모) 등지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Welded 배관의 경우에는 탄소강 코일 원자재

를 이용하여 세아제강, 현대 하이스코 등에서 제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노세라믹

입자 분산주조를 이용한 제품은 생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나노입자 분산주조 개량 탄소강 소재는 상용제품이 나온바 없으며, 본과제를 통해 실

용화가 성공할 경우 소재 개량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임.

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1. 기술적 파급효과

▪ 개발될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를 이용한 부품소재 개량기술은 국내 원전 재료의

장수명 요건을 확립하고 원자력 발전소 부품 수명 연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 개량기술은 전통적인 주조 기술을 이용하므로 기술적 부

가가치 및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획기적 신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 기술의

소재 의존도가 없어서 상용 원자력 배관소재(SS316, SA508) 및 타 부품 산업으로의

무한 기술 파급을 기대할 수 있음.

▪ 수소생산로, 미래형 원자로의 고온, 내조사 및 내부식 부품 재료 중 유력한 추천재료

인 산화물분산강화(ODS) 소재 개발 시 원천 소재 기술로서 본 개발 기술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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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

▪ 특히 선박, 해양 산업의 screw와 펌프 임펠러, 발전용 가스터빈 산업의 블레이드 분야

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수력기계와 군수용 수상 및 수중함정의 해수 및

배기계통, 자동차, 항공산업의 추진기관, 터빈 등 고기능 부품에 기술 파급이 가능함.

2. 경제적 파급효과

▪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기술에 의한 개량 탄소강 배관소재

는 용탕에 강화재를 0.1wt.% 정도 첨가하여 기존과 동일한 주조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주조기술과 비교하여 생산단가의 상승요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관의 소재가격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생산단가 측면에서, 기존의 입자분산 개량강화 특수합금 제조법인 기계적합금화

(Mechanical Alloying)에 의해 제조된 소재와 비교하여 약 1/10 정도의 획기적인 생

산단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비교하면, 분말야

금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Plansee사의 Ni-계 합금인 PM1000과 Fe-계 합금인

PM2000의 경우 20φ rod의 kg당 단가가 약 130,000원 (100Euro)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입자분산 개량 분산주조하는 경우 kg당 단가를 약 10,000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

음. 또한 세계적으로 연간 350ton 분량의 제한적 생산에 그쳤던 강화소재 생산 분야

에 대량 생산화 및 거대 시장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

▪ 터빈과 해수 냉각계통 분야의 펌프, 케이싱, 축, 임펠러, 터빈 블레이드, 노즐, 클래딩

튜브 부품 등의 보수 및 교체 등에 약 2000억 정도의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세계

적으로는 1조 3000억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어서 본 기술의 확보로 보수 및 교체

에 의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원전 부품 산업의 새로운 경제적 부

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2 -

년도 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7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시스템 50 % 세라믹 강화재의 균일성

세라믹 강화재 표면 활성화 기술 : 최

적 코팅 금속 선정 및 활성화 공정 확

보를 통한 세라믹 강화재 젖음성 향상

기술

30 %
-기계적 활성화 기술의 독창성

-세라믹 강화재 제조공정의 재현성

개량 탄소강의 기초 물성 및 분석 기

술
20 %

주조 개량 탄소강 분석기술의 타

당성

2008

세라믹 강화재 최적 분산안정화 기술 25 %
용융 금속 내 세라믹 강화재의 분

산 안정성

개량 탄소강 소재 제조 50 %
주조 조직 내 강화재의 분포 균일

성

개량 탄소강의 기계적 특성 향상 기술 25 %

기계적 물성 개량 : 강도 20% 이

상 향상, 감육저항성 (내침식/내마

모성) 20% 이상 향상

2009

대용량 기계적 활성화 공정 시스템 30 %
대용량 기계적 활성화 공정 타당

성
개량 탄소강의 파괴저항 특성 향상 기

술
20 %

기계적 물성 개량 : 파괴저항성

20% 이상 향상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 공정 절

차서
30 %

개량 탄소강 시제품주조 공정도의

타당성

개량 탄소강 시제품 제작 (100kg급) 20 %
100kg급 개량 탄소강 시제품 완성

도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1. 최종 목표

• 내환경 장수명 원전 2차계통 배관용 입자분산강화 개량탄소강 소재 개발

① 미세세라믹 입자분산 개량주조 공정 기술 개발

-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 기술

- 탄소강 용탕 내 미세세라믹 강화입자 젖음성 및 분산안정화 기술

② 개량 탄소강 소재 시제품 제조기술

- 산업 적용을 위한 plant-scale 개량주조 공정기술 : 100kg급 개량 탄소강 시제품

- 개량 탄소강 소재 감육저항성 및 파괴저항성 평가 기술

- 성과목표 : 감육저항성 (내침/부식성), 강도, 파괴저항성 20% 이상 향상

2. 평가방법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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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해당사항 없음 (제 1절과 동일)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1. 1차년도 (2007년)

가. 개발목표

- 세라믹 강화재의 직접분산 요소기술 개발

나. 개발내용 및 범위

- 용탕 내 강화재 직접 분산을 위한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시스템 설계, 구축 안정화

및 공정 최적화

- 최적 코팅 금속 선정 등을 통한 세라믹 강화재 젖음성 향상 기술 확보

- 용융 탄소강 내 입자분산개량 주조 기술 확보 (TiC 최대 0.1wt%)

- 입자분산개량 탄소강의 감육 및 파괴저항 특성 등 기초 물성 및 분석기술 확보

2. 2차년도 (2008년)

가. 개발목표

- 세라믹 강화재의 직접분산 주조 최적화 기술 개발

나. 개발내용 및 범위

- 용융 탄소강 내 분산 강화재의 응집도/분포도 최적화 및 분산 안정화 기술 개발

- 탄소강의 조직 미세화 및 분산강화 특성 평가 : 강도 및 인성향상

- 최적 분산강화 개량 탄소강 소재 제조 : 감육 (침,부식/마모) 저항성 향상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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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2009년)

가. 개발목표

- 개량 탄소강 소재 시제품 제조기술 (100kg급)

나. 개발내용 및 범위

- 대용량 기계적 활성화 공정 개발 (500g/charge)

- 입자분산개량 탄소강 배관 LBB(파괴저항성) 특성 평가

- 입자분산개량 탄소강 합금의 소재 제조 (100kg급)

- 원전 2차 주급수/주증기 배관용 입자분산개량 탄소강의 경제성 및 적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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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추진 일정 및 실적 요약

가. 1차년도 (2007년)

1) 추진일정

세 부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용융금속 분산용 세라믹

강화재 제조

세라믹 강화재 특성평가

기계적 표면 활성화

공정 검토
세라믹 강화재의 기계적 표면

활성화
세라믹 강화재 분산개량

주조공정 검토
분산개량 탄소강의 기초 물성

확보
최적 코팅 금속 선정 및

활성화 공정 최적화 (위탁)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구체적인 내용

고에너지 기계

적 활성화 시스

템

용탕내 강화재 직접 분산

을 위한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시스템 설계, 구축,

안정화 및 공정 최적화

70G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독창적인 고에너

지 기계적 활성화 시스템 설계 및 제작을 통한 높은

균일도를 가지는 나노세라믹 강화재 제조 (기존 장비

: 20G 미만의 에너지 이용) 및 특성평가

세라믹 강화재

표면 활성화 기

술

-최적 코팅 금속 선정 등

을 통한 세라믹 강화재 젖

음성 향상 기술 확보

-용융 탄소강(106C 등)내

입자분산개량 주조 기술

확보

-탄소강 용탕과 고용도가 우수한 금속과 철과 화학적

안정성 및 젖음성이 우수한 세라믹의 고에너지 기계

적 활성화를 통한 용탕내로의 젖음성이 우수한 나노

세라믹 강화재 제조 및 특성평가 (형상 및 크기)

-기계적 활성화를 통한 젖음성 향상 및 분산개량 주

조기술 공정 확립

개량 탄소강의

기초 물성 및

분석기술

입자분산개량 탄소강의 감

육 및 파괴저항 특성 등

기초 물성 및 분석 기술

확보

-개량 탄소강의 표면 조직 관찰 및 경도 측정을 통한

조직 미세화 평가

-개량 탄소강의 강도/경도/인성 등 기초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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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2009년)

1) 추진일정

연구내용
추 진 일 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세라믹 강화재 분산용 교반공정

검토
세라믹 강화재의 분산강화 특성

규명

최적 분산안정화 공정 확립

세라믹 강화재 분산개량

주조공정 확립

개량 탄소강 조직 특성 평가

개량 탄소강 강도 및 인성 평가

개량 탄소강 침/부식 및

마모특성 평가
기계적 활성화와 미세조직,

물성간의 관계해석 (위탁)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구체적인 내용

세라믹 강화재

최적 분산안정

화 기술

탄소강 용탕 내 세라믹 강화재의 젖

음성 및 직접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면활성 금속 첨가를 통한 강

화재의 젖음성 수율 향상 및 분산

공정 최적화

탄소강 용탕의 표면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

하여 기계적 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에

계면활성 금속인 주석을 소량 혼합하여 용

탕내로 장입시킴으로써 강화재의 젖음성 수

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용탕 내에서 세라

믹 강화재의 분산성을 극대화함.

개량 탄소강

소재 제조

세라믹 강화재 최적 분산안정화를

통한 탄소강의 조직 미세화 실현 및

이를 통한 개량 탄소강 소재 제조

기술 확보

용융 금속 내 기계적 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의 최적 분포를 실현함으로써 세라믹

강화재의 분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조직미세화 및 기계적 물성 향상을 실현함.

개량 탄소강의

기계적 특성

향상 기술

-나노세라믹 입자 분산개량 탄소강

의 조직 및 브리넬 경도 특성 평가

-개량 탄소강의 기계적 특성 및 감

육(내침식/내마모) 특성 분석 평가

및 자료 확보

-개량 탄소강의 주조 조직 관찰 및 정량적

이미지 분석을 통한 조직 미세화 평가.

-개량탄소강의 브리넬 경도, 인장강도, 항복

강도, 내마모, 내침식 특성 평가를 통한 기

계적 특성 및 감육저항성 분석을 위한 기초

평가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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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2010년)

1) 추진일정

연구내용
추 진 일 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용량 기계적 활성화 장비

설계
대용량 기계적 활성화 장비

제작 및 최적화
100kg급 개량 탄소강 소재

제조
개량 탄소강 시제품

주조공정 설계 및 검토
개량 탄소강 시제품

주조공정 규격 완성
개량 탄소강 배관

감육저항성 특성 평가
개량 탄소강 배관

파괴저항성 특성 평가
세라믹 분산강화재 제조특성

연구 (위탁)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구체적인 내용

대용량 기계적

활성화 장비

1차년도 개발 장비 설계 경험을 바

탕으로 장비 대형화에 따른 기계적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어 장비 설계

1차년도에 개발된 장비를 바탕으로 jar의 용

량을 2배로 증가시키고, jar의 개수를 4개로

증가시킴으로써 1차년도 개발 장비 대비 4

배의 용량 증가를 실현함. 강화재 분말을 제

조하여 특성 평가도 진행하여 최적화함.

100kg급 개량

탄소강 소재

제조 및 공정

규격

탄소강 전문용해주조 업체에서 탄소

강 용해 주조 실시

탄소강 출탕 전 제조된 세라믹 강화재 복합

분말을 레이들의 바닥에 선투입하는 공정을

추가하여 용해 주조 실시함. 주로 1ton 용량

을 진행하였고, 한번 출탕 시 200kg급 개량

소재를 주조함.

개량 탄소강의

특성 평가

-유속가속부식(FAC) 장치를 구축하

여 FAC 저항성 평가

-1T CT 시편을 이용한 J-R test를

진행하여 LBB 특성을 평가

-1-2차년도에 진행한 마모 및 케비테이션 특

성 시험과 더불어 3차년도에 FAC 저항성

평가를 통해 최종 감육저항성 평가.

-탄소강 배관의 LBB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량 탄소강 소재에 대한 J-R test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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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추진실적

가. 고에너지기계적 활성화시스템

1) 고에너지기계적 활성화시스템설계및구축

탄소강 주조조직 개량을 위한 나노세라믹 강화재 제조를 위하여 기계적 활성화

(mechanical activation, MA) 공정을 이용하였다. 기계적 활성화 공정은 기존의 기계적 합금화

(mechanical alloying) 기술[1-4]과 공정원리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기계적 합금화 공정은 여

러형태의볼밀을이용한분말야금의합금기술로서볼사이의큰압축응력으로인해금속분말

입자들이 판상으로변형되며 이때 나타나는깨끗한 표면들이 서로 접촉하여압접되기도 하며

소성변형으로 인한 가공경화가 심화됨으로써 재료가 연성을잃어 파괴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계적 활성화 기술은 20G 미만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적 합금화 기술에 비해 이론적으로

약 70~140G의고에너지를 필요로하기때문에비표면적이매우높은나노분말이나세라믹분

말의표면에너지를높여주는데매우용이하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에너지가축적된즉표

면이활성화된나노분말을이용하여용융금속내에서나노세라믹강화재의분산효과를획기

적으로높여줄수있게된다.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치설계를위해서는 다음과같은 개념들이 요구된다. 고에

너지 구현을위한회전 속도의극대화, disk와 jar의독립적 역방향회전 방식 도입, jar rpm과

disk rpm의 최적비율, jar의 직경/길이 비율등에 따른 jar 형태와 크기,그리고 고속회전에 따

른기계적 balance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 disk와 jar의독립적 역방향회전 방식

은그림 1.1에서보는바와같이 dual회전방식과접촉식회전방식의 2가지방법으로구분이가

능하다.

그림 1.2는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에서 disk와 drum의회전에 따라 drum 내부

에서의 강철 볼의 움직임을 간단히 도시한 것이다. 반경이 R2인 drum 내부에서 강철 볼은

drum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 벽면에 붙어 있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낙하지점(jump off

point)에이르면 disk회전에의한원심력에의해외벽쪽으로강하게충돌이발생하게된다. 이

때강철볼의충돌에의한에너지는다음 (1)식을이용하여계산할수있다.[3]

G = 
 =

×÷ ×
(1)

ac는 disk의회전수(rpm)에따른원심가속도, g는중력가속도를나타낸다. R1은 planetary mill

의반경을나타내는데, disk와 drum의중심축간거리를의미한다. 따라서강철볼의충돌에의

해생성되는에너지는 disk회전수의제곱에비례하고, disk와 drum의중심축간거리에비례하

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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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pposite directional rotation between disk and jar : dual rotation type and frictional

contact rot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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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ovement of disk and drum of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machine and

impact energy of the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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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etal coating on ceramic particle surface using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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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using 
2. guides
3. drum
4. spider
5. mill cover
6. emptying fitting
7. sheave
8. sealing arrangement
9,13. channels
10. tubing
11. cage
12. pocket

1. housing 
2. guides
3. drum
4. spider
5. mill cover
6. emptying fitting
7. sheave
8. sealing arrangement
9,13. channels
10. tubing
11. cage
12. pocket

1. housing 
2. guides
3. drum
4. spider
5. mill cover
6. emptying fitting
7. sheave
8. sealing arrangement
9,13. channels
10. tubing
11. cage
12. pocket

Fig. 1.4. Cross-sectional view of disk and jar of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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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원리를통해발생된고에너지는일반적으로금속에비해표면에너지가낮은

산화물, 탄화물등안정한세라믹입자들의표면에결함 및표면전하를형성시키거나,그림 1.3

과같이 금속 코팅을효과적으로 유도하여 나노세라믹 분말의 용융 금속 내 분산에 크게기여

하게된다. 이상과같은원리를통하여기존의 20G 정도의에너지를가지는볼밀기[5-8]와비교

하여에너지가크게증가한 70G 이상의에너지를출력할수있는고에너지기계적활성화장비

를자체적으로설계, 구축하였다.그림 1.4는본연구에이용된고에너지기계적활성화장비중

disk와 jar의 단면도 및 구동 방식을 나타낸것이다.챔버내에서 임펠러를 이용하여볼을회전

시키는기존방식과달리 supporting disk(2)와 grinding drum(3)의회전을서로반대로해줌으

로써원심력이같은방향또는반대방향으로작용할수있도록하였고,그결과챔버내의볼은

챔버의벽을따라이동하다가강한힘으로반대쪽의벽에부딪치면서충격을주게되고,볼끼리

의충격을통해그효과는배가된다.

그림 1.5는 실제 장비 제작을위한 정면도 및 측면도를 나타낸장비 설계도이다. 이를

바탕으로독자적으로개발한고에너지기계적볼밀장비를제작하였고,그림 1.6에서실제장비

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장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볼밀 시간 및 rpm을 control

panel에서 제어함으로써 사용상의편리성을 매우 높였음을알수 있다. 또한, 수냉이 가능하여

분말의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공 후 Ar 분위기에서작동이 가능하여볼밀공정 중

분말이산화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표 1.1에기존의전통적인볼밀장비와본연구를통하여새롭게설계구축한고에너지

기계적활성화장비에대하여비교하였다. 장비도면및장치에서도나타나듯이기계적활성화

장비는 원리적으로볼밀장비와거의 유사한 것을알수 있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고에너지

볼밀장비는 70G 이상의매우높은에너지를생성함으로써나노크기를 가지면서균일도가 매

우높으면서도금속분말로표면이코팅되어활성화된세라믹강화재분말을제조할수있기때

문에이로부터입자분산개량주조의기반기술을확보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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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rawing of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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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hotos of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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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pecifications of a conventional ball mill machine and high energy one.

특성 기존장비 고에너지 볼밀 장비

Disc rpm ~500 ~1100

Jar rpm ~500 ~2640

에너지 max. 20G max. 72G

생산량/charge 10g/Jar 40g/Jar

산화방지 없음 진공 후 Ar 분위기 작동

냉각 없음 수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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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에너지기계적 활성화공정안정화및최적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용융 탄소강 내의 분산강화 개량 주조 기술은 세라믹 입

자가용탕내에서균일하게분산되기위해서무엇보다도세라믹과금속간의비중차이를줄여

주고 젖음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위해서 당해연도에서는 기계적 활성화 방법을

이용하여 모금속과 젖음성이 좋은 금속이 코팅됨으로써 표면 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이용하여비중과젖음성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분산개량주조요소기술을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본절에서는나노세라믹강화재제조를위해코팅금속의결정구조, 비중, 고

용도, 녹는점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 (Fe, Cu, Cr) 및 세라믹 (TiC, SiC, Al2O3,

Y2O3)의 조합에 대하여 코팅금속 및 세라믹의 비율,밀링시간 및회전속도를변화하여 세라믹

강화재의미세화및금속코팅특성을평가함으로써고에너지기계적활정화장비에대한공정

안정화 및 최적화를 평가하였다. 표 2는 세라믹 강화재의 미세화 및 금속 코팅 특성 평가를위

한코팅금속과세라믹의시험조건을도식화한것이다.

표 1.2의밀링조건들을이용하여다양한코팅금속및세라믹분말들에대하여세라믹

의미세화 및금속 코팅특성을평가하였고그결과를그림 1.7에나타내었다.그리고그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강의 기지 금속인 철과 화학적 안정성과 젖음성이 우수한 TiC 세라믹과 비중이

높으면서도 철에 고용도를 가지는 Cu의 조합을 선정하여 보다 심도깊은 미세화 특성 및 금속

코팅특성을분석하였다.

TiC-Cu의 경우 직경 20~50㎛의 Cu(99.85%, SAMCHUN chemical)와 직경 5㎛의

TiC(99.98%, Aldrich) 분말을 이용하였으며, 원료분말의 입자형태는그림 1.8에 나타내었다. 기

계적 활성화 공정은 고에너지볼밀(planetary mill) 장비에서 직경 8㎜의 강구를 사용하였으며,

모분말의혼합비율은 50wt%이었고,혼합분말은두개의 bowl에 15g씩장입하였으며,볼과 분

말의무게비는 20:1로하였다. 본연구에서구축한고에너지볼밀장비의안정성및재현성을기

존장비와비교하기위하여밀링속도와시간에따른세라믹강화재분말의특성을관찰하였다.

밀링도중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기위해 용기 내에 Ar 분위기를 유지하였고 용기는 수냉하였

다. 실험에사용된구체적인기계적활성화공정조건은표 1.3에나타내었다. 기계적활성화공

정 후에는 제조된 세라믹 강화재에 대하여 SEM을 이용하여 표면 및 단면 형상을 관찰하였고

BET 방법을이용하여비표면적및분말크기를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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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illing conditions for the optimization of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process using various coating metal and ceramic powders.

모 재 코팅금속 세라믹 (금속+세라믹)의 양 (코팅금속/세라믹)의 비

Carbon steel

Cu FCC

TiC 0.1% - 2% 0.2, 0.5, 0.7

SiC 0.1% - 2% 0.2, 0.5, 0.7

Al2O3 0.1% - 2% 0.2, 0.5, 0.7

Y2O3 0.1% - 2% 0.2, 0.5, 0.7

Fe BCC

TiC 0.1% - 2% 0.2, 0.5, 0.7

SiC 0.1% - 2% 0.2, 0.5, 0.7

Al2O3 0.1% - 2% 0.2, 0.5, 0.7

Y2O3 0.1% - 2% 0.2, 0.5, 0.7

Cr BCC

TiC 0.1% - 2% 0.2, 0.5, 0.7

SiC 0.1% - 2% 0.2, 0.5, 0.7

Al2O3 0.1% - 2% 0.2, 0.5, 0.7

Y2O3 0.1% - 2% 0.2,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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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Mechanical activation condition of TiC and Cu powders.

변수 조건

TiC : Cu 50 : 50 (wt.%)

Jar rpm (Energy) 400 (9.5G), 700 (29G), 1100 (72G)

milling time (min) 0.5, 1, 3, 6, 10, 20, 60

Ratio of steel ball to powder 20 : 1

Atmosphere vacuum & Ar

Cooling water cooling



- 40 -

Fig. 1.7. Characterization of various metal-ceramic composite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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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8. SEM images of raw materials for mechanical activation ; (a) Cu metal powder and (b)

TiC cerami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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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EM images of surface morphology of TiC-Cu composite powders milled at 400rpm

with different mill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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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SEM images of surface morphology of TiC-Cu composite powders milled at 700rpm

with different mill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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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SEM images of surface morphology of TiC-Cu composite powders milled at

1100rpm with different mill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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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분말의형상은그림 1.8에서보듯이 Cu 금속분말의경우모양은대체적으로구형

을띄며, 20에서 50㎛의 불균일한 크기를 가지는 것을알수 있다. TiC 세라믹 분말의 경우에는

Cu 분말과비교하여비교적균일한크기를가지고있으며, 각진형상을보이고있다. 이상의 Cu

금속분말과 TiC 세라믹원료분말을이용하여표 1.3에나타낸공정조건으로밀링시간과회전

속도를달리하여 기계적 활성화 공정을 수행하였으며,그결과를그림 1.9, 1.10, 1.11에 나타내

었다.

그림 1.9, 1.10, 1.11은각각 400rpm, 700rpm, 1100rpm에서밀링시간에따른 TiC-Cu 분

말의 표면 형상을 나타낸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이다. 400rpm의 경우에는 초기 10분밀링

시간까지는 TiC-Cu 분말이 매우 불균일하게분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간까지

는대체적으로 원료분말과크기 차이가거의 없는 TiC-Cu 분말이관찰된다. 모양 역시불규칙

한 모습을 나타내며밀링이 20분이넘어야만대체적으로 분말들이균일해지면서 크기 역시 수

um 정도를나타내는것을알수있다.

700rpm에서밀링시간에 따른 TiC-Cu 분말을 관찰하면 400rpm에서 초기 시간에 관찰

되는원료분말과유사한크기가큰분말들은관찰되지않지만모양이나크기역시균일하지않

을것을볼수있다.그리고, 60분동안밀링한경우에는분말들의크기가오히려커지는것을관

찰할 수 있다. 1100rpm의 경우에는 초기 1분~3분 정도의밀링시간에도 크기가 미세한 분말들

이 관찰되고 있으며, 6분 정도에서는 크기가 매우작아지면서균일한 분말 형상을 보여주고있

다.밀링시간이 10분과 20분의경우에는분말의크기가오히려증가하는형상이나타나는데, 이

는 고배율사진 형상으로부터 미세해진 분말들이 크기가더욱작아지면서 서로응집하는 것에

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로부터본연구를통하여구축된고에너지볼밀장비는기존의저

에너지 장비와 달리 6분 정도의 밀링 시간에도 매우 크기가 작으면서 균일한 크기를 보이는

TiC-Cu 분말을제조할수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같은밀링속도및 시간에따른분말의 미세화 현상은 XRD 결과로부터정성적으

로 분석이 가능하다.그림 1.12는 400, 700, 1000rpm의밀링속도에서 3분~60분의밀링시간동안

제조된 TiC-Cu 복합분말에대한 XRD패턴결과이다. XRD패턴관찰결과밀링속도및밀링시

간이증가함에따라 XRD peak broadening 현상이가속화되고있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밀

링속도및시간이증가함에따라 TiC-Cu 복합분말의미세화가진행되는것을알수있다.[9-10]



- 46 -

Fig. 1.12. XRD patterns of TiC-Cu composite powders milled at different milling speeds and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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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결과는 복합 분말의 비표면적변화 및 크기변화를 정량적으로 관찰한 BET

방법을이용하여확인할수있다.그림 1.13은다양한 rpm과밀링시간에따른 TiC-Cu 분말의비

표면적 변화를 BET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13을 살펴보면, 400rpm의 경우

밀링시간이증가함에따라분말의비표면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이론적으

로 분말의 비표면적은 분말의 크기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지속적으로증가하는 것

은분말의크기가계속작아지는것을의미한다. 이는그림 1.9의표면형상결과와도잘일치하

는것을알수있다. 700rpm의경우에도밀링시간에따라초기에는비표면적이증가하다가 6분

이상에서는값이거의유사하나그값이소폭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1100rpm에서는초기 3

분까지는 비표면적이증가하지만 6분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을알수 있다. 1100rpm의 결과를

보다자세히관찰해보면,먼저초기 3분까지의비표면적의경우 400, 700rpm과비교하여두배

이상큰값을보이는것을알수있는데, 이로부터고에너지의경우에는짧은시간밀링을하더

라도작은 크기의 분말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6분 이후에는오히려비

표면적이 감소하여 분말크기가커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분말이 나노화되면 분말간의응

집력이증가하게되기때문이라사료된다.

그림 1.13의비표면적변화를나타낸 BET 결과를통해분말의크기를다음식을통하여

간접적으로유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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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mean particle size이며, ρ 는분말의밀도이며 S는 BET로측정된비표면적을나타

낸다. 또한측정된분말은구형이라가정하여분말의크기를유추하였다. 그림 1.14는 BET로측

정된비표면적으로부터유추한분말의크기를나타내고있다.

그림 1.14에서 400rpm의경우초기 30초를제외하면밀링시간이증가함에따라분말의

크기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그런데분말의크기가초기 1분까지는 1um 이상

을보이다가밀링시간이 3분이지나면 1um보다작아지는결과를보이는데, 이는그림 9에서보

여지는분말의크기가대체적으로 5um 내외의분말들이관찰되는것과는다소차이가있는것

을알수있다. 이는표면형상사진으로부터분말들이대체적으로동일한모양을보이지않으며

또한초기시간에는분말들이구형의모습을보이지않기때문에실제형상에나타난크기와비

표면적으로부터 유추한 분말 크기와는 차이가 나타날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100rpm에서

는 초기 10분까지는 분말들이대략 400nm 내외의 크기를 나타내는것을알수있으며, 모두크

기가균일하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1100rpm에서는저에너지와는달리초기시간에도분

말의형상에있어서불균일성이작아지며, 또한분말의형상역시구형에가깝게변하기때문에

비표면적으로부터 유추한 분말의 크기가 저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정확성이 보다증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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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들은 분말의 단면 사진을 통해서 다음 장에좀더자세히 관찰할예정

이다. 이를 바탕으로 1100rpm의 경우에는 초기 6분 정도의짧은 시간밀링을 하더라도균일하

면서도작은크기의분말을제조할수있는것을확인하였다.

다양한밀링속도 및 시간에 따른 TiC-Cu 복합분말에 대한 결과는 단면 사진을 통하여

좀더자세하게분석하였다.즉, 다양한 조건에서 제조된 TiC-Cu 분말의 단면을 관찰함으로써

에너지와밀링시간에 따른 TiC와 Cu 의 상호작용을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

를통해구축한고에너지기계적활성화시스템의안정성과우수성을확인하고자하였다.그림

1.15, 1.16, 1.17은각각 400, 700, 1100rpm에서밀링시간에따른 TiC-Cu 분말의 단면형상을 저

배율(200배), 중배율(5000배), 고배율(20000배)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나타낸 SEM 사진이다.

SEM 사진에서밝게나타나는부분이 Cu 금속이며 Cu 표면및내부에어둡고검게존재하는것

이 TiC 세라믹분말이다.

400rpm의경우에는 (그림 1.15) TiC와 Cu가불균일하게섞여있는것이관찰되며, TiC

가 대부분 Cu의 표면에붙어 있는 것을알수 있으며, Cu 내에서 관찰되는 TiC 분말의 경우 크

기 및 형상의변화가거의 없으며 원료분말상태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밀링초기에는 Cu

금속외부표면에 TiC가소량존재하며,밀링시간이경과되면서점차 Cu 금속기지내로 TiC 함

량이 증가한다. Cu 금속 기지내의 TiC 분말들은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분말들이며, 크기가

큰 TiC 분말들은상대적으로 Cu 코팅이잘되지않는것을알수있다. 결과적으로최대 60분까

지밀링한결과, Cu 코팅이균일하지않았으며, TiC의크기및형상변화는거의없는것을확인

하였다.즉, 400rpm 정도의저에너지로는균일한금속코팅을통하여표면활성화된세라믹강

화재제조가불가능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700rpm 에서는 (그림 1.16) Cu 금속 기지 내에서 TiC 분말이밀링초반에는 불균일하

였으나, 약 6분 이후에는점차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400rpm과 비교하여 동일 조건에서 Cu

금속기지내에 존재하는 TiC 분말의 양이 약간많아진다. 전체적으로 TiC 크기 및 형상이 원료

분말과비슷하나, 시간이경과함에따라미세해지고균일해진다. 초기밀링시간에는 400rpm에

서와같이 Cu 금속기지외곽에 TiC가소량존재하며,밀링시간이약 6분이후에는 Cu 내에 TiC

함량이 증가하며, 20분 후부터는 TiC 의 크기가 균일하고 미세해지며, 60분 이후에는

700~800nm로더욱미세해진다.

1100rpm의 고에너지에서는 (그림 1.17) 6분 정도의짧은 시간에도균일한 분말형상을

나타내며, 400rpm 및 700rpm의경우에비해 Cu 금속기지내에 TiC의양이많았으며,균일하고

미세하게존재하는것으로부터 TiC에 Cu 금속이균일하게코팅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밀

링초기에는 Cu 금속 기지 내 TiC가 불균일하게분포하거나 크기가 약간컸지만,밀링시간이

경과되면서점차미세해져서 6~10분이후에는전체적으로 200~300nm 크기로미세해지고형상

도구형을나타내면서균일해지는것이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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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200 (b) x5000 (c) x20000

Fig. 1.15.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iC-Cu composite powder milled at 4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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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200 (b) x5000 (c) x20000

Fig. 1.16.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iC-Cu composite powder milled at 7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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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200 (b) x5000 (c) x20000

Fig. 1.17.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iC-Cu composite powder milled at 11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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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0rpm (b) 700rpm (c) 1100rpm

Fig. 1.18. SEM images of TiC-Cu powder milled at different rpms at 5000 magn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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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100rpm의 고에너지로밀링을 하게되면 6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균일한 금속 코

팅 상태를 보임으로써 세라믹 강화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게되는 것을알수 있다. 이

상의결과를좀더쉽게확인하기위하여 5000배에서관찰한단면사진을에너지및시간별로재

배치하여그림 1.18에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독자적으로 구축한 고에너지

볼밀장비는기존의저에너지장비로는불가능하던기계적활성화공정을 10분이내의매우짧

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는 성능이 매우뛰어난 장비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의

반복테스트를통하여시스템의사용안정성과재현성이매우우수한것을확인하였다.

이상의 단면 사진들로부터 Cu 금속 기지 내에 분포한 TiC 세라믹의 크기변화를회전

속도와밀링시간의변화에따라정량적인값으로그림 19에나타내었다.그림 1.19의결과에서

보면, 400rpm의 경우밀링시간이 20분까지는 Cu 금속 기지 내에 존재하는 TiC의 크기가 3um

정도까지 감소하지만밀링시간이 20분이 경과하게되면 TiC의 크기가 더이상작아지지않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700rpm의경우에도밀링시간이 20분까지는 Cu 기지내의 TiC의 크기가

1um 정도까지 감소하지만밀링시간이 20분이 경과하게되면 TiC의 크기가 더이상작아지지

않는 것을알수 있다. 1100rpm에서는 초기 30초부터 10분까지의밀링시간동안 TiC의 크기가

10배이상급격하게감소하는것을관찰할수있으며,마찬가지로 10분이경과하면 TiC의크기

는더이상급격하게감소하지않는것을알수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용해 주조 시 조직의 미세화를 실현하기에 매우 유리한 나노크

기의 세라믹 강화재를 제조하기위해서는 특정 이상의 에너지와 특정한밀링시간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TiC 세라믹의 경우 크기가 200nm 정도가 되면서 금속 기

지에 의해균일하게코팅되기 위해서는 1100rpm 정도의 고속회전에 의한 고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우 10분 이내의짧은 시간동안에도 표면이 활성화되어 주조 조직을 개량할 수

있는나노세라믹강화재를제조할수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20G 정도의저에

너지를 내는볼밀장비로는 표면 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 제조가 불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구축한 고에너지볼밀장비를 이용해야만표면이 기계적으로 활성화된 나노

크기의세라믹강화재를제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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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Variation of TiC ceramic particle size in Cu matrix as functions of milling rpm and

time on the basis of analysis of cross-section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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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용량고에너지 기계적활성화시스템 설계 기술

본연구에서는원전배관용탄소강주조조직개량을위하여새로운개념의나노세라믹

강화재를제조하여용융탄소강내로장입함으로써주조조직을개량하고자하였다. 이에 1차년

도에서는기계적으로표면활성화된나노세라믹입자를모금속과젖음성이우수한금속으로코

팅하여 용탕에첨가함으로써 탄소강 조직이효과적으로 개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표

면적이 매우 높은 나노분말이나 세라믹 분말의 표면에너지를 높여줌으로써 에너지가 축적되

어표면이활성화된나노분말을쉽게제조함으로써용융금속내에서나노세라믹강화재의분

산효과를획기적으로높인결과로판단된다.

효과적인 개량 탄소강을주조하기위해서는 최적의 나노세라믹 강화재의제조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이를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를 직접 설계 및 제

작하여나노세라믹강화재를제조한후분석평가하였다.그결과본연구에서독자적으로구축

한고에너지볼밀장비는기존의저에너지장비로는불가능하던기계적활성화공정을 10분이

내의 매우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는 매우 성능이뛰어난 장비임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동일

한조건에서의반복테스트를통하여시스템의사용안정성과재현성이매우우수한것을확인

하였다.그러나구축된고에너지기계적활성화장비를실제산업현장에적용하기위해서는장

비의대용량설계가필수적이다. 이러한필요에따라동일한설계개념을바탕으로대용량고에

너지기계적활성화장비를설계하고장비를제작하게되었다.

이를위해서설계시 다음과같은부분을고려하였다.먼저 supporting disc와 grinding

bowl의회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해주기위하여채택되었던접촉식회전방식은 1차년도 제

작장비와동일하게그대로유지하였다. 이경우 grinding bowl 내에서의분말들은원심력이같

은방향또는반대방향으로작용할수있도록하였고,그결과 jar챔버내의볼은챔버의벽을따

라이동하다가강한힘으로반대쪽의벽에부딪치면서충격을주게되고,볼끼리의충격을통해

그효과는배가되게된다. 이와같은원리는 1차년도제작장비와동일하다.두번째사항은 jar

자체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1차년도에 구축한 볼밀장비의 jar 당 용량은 150cc였다.

그러나새로이설계한대용량장비에사용된 jar는 300cc 로써기존의 장비와 비교하여두배의

용량을가진 jar를설계시반영하였다. 이경우주의해야할점은 jar 크기및 dimension에따른

장비의기계적 balance 이다.즉 jar의직경및길이에따른 balance를정확하게맞추어야만볼밀

장비가고에너지를형성할수있게되며, 이로부터재현성이우수한나노세라믹강화재를제조

할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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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0. Drawings of grinding bowl (jar) of mass productive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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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22. Drawings of mass productive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machine : (a) front

view, (b) top view and (c)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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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3. Photos of mass productive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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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Specifications of a conventional, high energy and mass productive high energy ball

mill machine.

특성 기존장비 고에너지 볼밀 장비 대용량 볼밀장비

Disc rpm ~500 ~1100 ~850

에너지 max. 20G max. 72G max. 70G

Jar 용량 100cc 150cc 300cc

생산량/Jar 10g/Jar 20g/Jar 40g/Jar

Jar 개수/장비 1~2 Jar 2 Jar 4 Jar

생산량/회 10~20g 40g 1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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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장비에대한경우 jar 에대한설계도는그림 1.20과같다.그림에서보는바와같

이 jar의 직경및 높이는 각각 80mm, 60mm 로써 4:3의비율을유지함으로써 jar의 용량이커짐

에도불구하고고속의회전에서도안정한 balance를유지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대용량고에

너지볼밀장비의 경우,그림 21.0(a)와같은 형태의 jar를 4set 장착하도록설계되었으며,그배

치설계도는그림 1.20(b)와같다. 이 경우에도 jar들이 고속으로회전하기 때문에 jar들이 서로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트이며, 허용 공차는

±0.1mm 이다. 이렇게 4개의대용량 jar를배치하여제작완료할경우회수율을고려하더라도 1

회에대략 150g 이상의나노세라믹강화재를제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 1회공정에

10분이내의시간이소요되므로기존의장비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매우높은생산성증대

가가능하다.

대용량 장비에 대한 전체 설계도는그림 1.21과같다.그리고,그림 1.22는 대용량 고에

너지볼밀장비의 정면 및측면 설계도를 나타낸다. 설계도에서 보듯이 대용량 고에너지볼밀

장비의 본체는 크게두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면의오른쪽부분은 대용량 모터가위치하

였고,왼쪽부분은볼밀공정을위한 supporting disc와 grinding bowl이위치하였다.

그림 1.22의설계도를바탕으로대용량의고에너지기계적볼밀장비를제작하였고, 실

제 대용량 장비에대한 사진은그림 1.23에서나타내고 있다. 대략적인 외관 및사양은 1차년도

에제작한저용량장비와거의유사한것을알수있다.

표 1.4는기존의저에너지볼밀장비와저용량의고에너지기계적볼밀장비및대용량

볼밀장비의 사양을비교한것이다. 표 1.3에서보는 것처럼저용량 고에너지볼밀장비의경우

1회가동하였을경우 40g정도의 (20g/Jar × 2Jar) 나노세라믹강화재를제조할수있게된다.그

러나, 대용량 볼밀 장비의 경우 1회 가동하였을 경우 회수율을 고려하더라도 150g (40g/jar ×

2Jar) 정도의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실제산업현장에서의 용해주조에적

용하기가더욱용이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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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용량고에너지 기계적활성화공정안정화 및최적화

본 절에서는 대용량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에 대한 공정 안정화 및 최적화를위

해 “2) 고에너지기계적활성화공정안정화및최적화”부분에서 진행했던방법과 유사한방법

을이용하여장비에대한최적화를진행하였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탄소강의기지금속인

철과 화학적 안정성과 젖음성이 우수한 TiC 세라믹과 탄소강과 동일 기지인 Fe 금속의 조합을

선정하여 대용량 장비에 대한 최적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TiC-Fe 복합분말 제조의 경우 직경

~50μm의 Fe (99%, 고순도화학)와 직경 30~80μm의 TiC (99.9%, LTS) 분말을 이용하였으며, 원

료분말의입자형태는그림 1.24에나타내었다.

기계적활성화공정은직경 8mm의강구를사용하였으며모분말의혼합비율은 50wt%

이었고,혼합분말은 4개의 bowl에각각 40g씩장입하였으며,볼과분말의무게비는 20:1로하였

다.밀링중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기위해 용기 내에 Ar 분위기를유지하였고 용기는 수냉하였

다. 기계적 활성화 공정 후에는 제조된 세라믹 강화재에 대하여 표면 및 단면 형상을 관찰하였

다. 저용량 장비와 달라진 사항은 장입된 양과 밀링 회전 속도인데, 즉 장입량은 1회에 모두

160g (40g/1jar × 4jar)이며, 장비의 disk 직경의증가에따라 850rpm의속도에서도동일한충격

에너지를만들수있는것을알수있다.

그림 1.25는 대용량 기계적 활성화 장비를 이용하여 850rpm에서 TiC-Fe 복합분말을

밀링시간에따라제조한후표면형상을나타낸주사전자현미경사진이다. 10분의밀링시간이

후에는복합분말의표면형상이거의유사해지는것을알수있다. TiC 세라믹입자의미세화와

Fe 금속의코팅특성을확인하기위하여분말의단면적을관찰하였으며, 이를그림 1.26에나타

내었다. 6분 동안밀링한 분말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TiC 세라믹 입자들이 기지 내에균일하게

분산되어있지못하고층을이루어분포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그러나,밀링시간이 10분이

상이경과하게되면 TiC 세라믹입자가 Fe 기지내에균일하게분포하며, 시간이더욱경과하게

되면 TiC 세라믹입자가더욱작아지며분포또한더욱균일해짐을알수있다. 이상의결과들로

부터대용량고에너지기계적활성화장비를이용할경우단시간에대량의세라믹입자에대하

여 세라믹 입자의 미세화는 물론세라믹 입자 표면으로의 금속 코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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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 powder

(b) TiC powder

Fig. 1.24. SEM images of raw materials for the process optimization of mass productive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machine ; (a) Fe and (b) TiC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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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5. SEM images of surface morphology of TiC-Fe composite powders milled at 850rpm

with different milling times using mass productiv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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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6.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iC-Fe composite powder milled at 850rpm with

different milling times using mass productiv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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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를 이용하여 조대한 크기의 세라믹 입자의 나노미세

화 및 금속이 코팅된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를 단시간에 제조할 수 있었으며, 최

적의 실험 조건을 확립하였음.

-1차년도에 제작된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를 활용하여 대용량의 장비를 자

체 설계하고 장비구축을 완료하였음.

⇒ 접촉식 회전방식을 유지하고 기계적 balance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Jar의 크기

및 개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장비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음. 즉 20g/jar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존의 장비와 비교하여 40g/jar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기존에 2개

이던 jar 개수를 4개로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대용량

볼밀 장비를 구축하였음.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방법을 이용한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제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제조 방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았음 . [대한민국 특허 출원

번호 2008-20128 “금속-세라믹 복합 비금속성 개량재,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

한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 금속재료”, 출원번호 2009-0045408 “주조용 세라믹 입자

의 제조 방법 및 세라믹 입자”]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를 이용하여 나노입자 분산강화 합금을 제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새로운 장비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았음. [대한민국 특허 2009-0068395 “고속 기계적 밀링장치를 이용한 나노 세

라믹 분산강화 합금/금속 분말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되는 나노 세라믹 분

산강화 합금/금속분말”]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장비에 대한 기업체 기술 이전을 실시하였으며 , 이를 통

하여 개발기술의 상업화를 성공하였음 .

⇒ 이전 기술명 : “수평식 고속볼밀 제조관련 know-how 기술”, 기술 이전 기업 :

(주)태명과학, 기술료 : 선급기술료 3천만원 + 경상기술료 장비 매출액의 3%,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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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라믹 강화재 최적 분산 안정화 기술

1) 용융 탄소강 내 입자분산개량 주조 (lab-scale) 및 기초물성 분석

용융 탄소강 내로의 나노세라믹 강화재 입자 분산된 개량 탄소강을 제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유도용해 주조방법을 이용하였다. 실제 주조 공장에서 소재를 제조하

기에앞서 기초실험을통한물성을파악하고자본연구원에서 lab-scale로 용해주조실험을실

시하였다. 10kg 용량의 실험용고주파 유도용해로를 이용하여 고에너지기계적 활성화 시스템

으로 제조된 TiC-Cu 분말을 투입하여 개량 탄소강을 주조하였으며, 표면 조직 및브리넬경도

등을측정하여기초물성을비교하였다. 용해주조에사용된공정조건은표 2.1과같고본연구

에서 사용된 탄소강의 성분은 표 2.2에 나타내었다. 기계적 활성화에 의한 젖음성 향상효과를

확인하기위하여상용나노 TiC 세라믹(300nm급)을추가로용탕에투입하여비교하였다.

참고로, 본연구에서목표로하고있는탄소강배관소재는 SA106이나상용으로구하기

가 용이한 S45C로 대체하여 주조하였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실제 주조공장에서 제조한 개량

탄소강의 경우에는 탄소함량 및 기타 성분을 조절하여 SA106과 동일한 조성으로 주조하였다.

그림 2.1은본연구에서사용된 lab-scale의소형용해주조공정에대한사진설명이다.앞서언

급했듯이, 입자분산개량주조는기존의전통적인용해주조공정에서출탕직전기계적활성화

된나노세라믹강화재를용탕상부에투입하여용탕내부로분산되도록하는것이핵심공정이

다.

세라믹과 금속 용탕과의 상호간의 젖음성은 일반적으로 sessile drop test[1-2]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금속 용탕을 세라믹 기판위에떨어뜨릴때 금속 용탕이응고되면서 세라믹 기

판과의 접촉각을측정함으로써 용탕의 젖음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매

우간접적이며, 실제적인용탕내에서의세라믹분말의젖음성을측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용 나노 TiC 세라믹 분말과 본 연구에서 제조된 기계적 활성화

TiC-Cu혼합분말을각각탄소강용탕상부에투입함과동시에시간이지나감에따라표면사진

을촬영함으로써용탕에서의정성적인젖음성을비교분석하였다.

그림 2.2는상용 TiC 세라믹분말 (300nm급)을 탄소강 용탕에 투입후 대략 10초 사이에 용

탕상부에서의시간에따른분말의분포거동사진을나타낸다. 사진에서보듯이세라믹분말이

용탕 내로 젖어들지못하고 용탕 바깥쪽으로퍼져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세라믹 분말

과 탄소강 용탕과의 젖음성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용탕내로 스며들지못하고 또한 유도용해로

의특성상용탕의대류가매우활발하기때문에스며들지못한세라믹분말들이용탕의외곽쪽

으로퍼지면서모여있는것이라할수있다. 이에반해기계적활성화처리를거친 TiC-Cu 세라

믹강화재분말은아무런처리를하지않은상용분말과비교하여용탕상부에서의거동이매우

다름을그림 2.3으로부터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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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asting condition by using TiC-Cu composite powder.

변수 조건

기지금속 탄소강 S45C 2kg

세라믹 강화재 투입 함량 TiC 기준 40g (2wt%)

기계적 활성화 조건 1100rpm, 밀링시간 6분

상용 세라믹 상용 TiC (300nm 급)

Table 2.2. Chemical composition of carbon steel (S45C) used for lab-scale casting.

성분 함량

C 0.42~0.5

Fe 98.51~98.88

Mn 0.6~0.9

P <= 0.04

S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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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Lab-scale casting process of carbon steel by the addition of nano ceramic TiC particles

coated with Cu meta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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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Distribution of powder on the surface of carbon steel melt after pouring a

conventional TiC ceramic particle with the average size of 300nm.



- 74 -

Fig. 2.3. Distribution of powder on the surface of carbon steel melt after pouring a

mechanically milled (MMed) TiC-Cu compos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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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기계적 활성화 처리를거친 TiC-Cu 강화재 분말을 탄소강 용탕에 투입 후

대략 10초사이에용탕상부에서의시간에따른분말의분포거동을나타내는사진이다. 사진에

서 보듯이 강화재 분말 투입 후 일부 분말이 용해로 외곽쪽으로흡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대

부분의강화재분말이탄소강용탕내로스며들어가는것을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그림

2와 비교하면그차이를더욱확연하게비교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관찰한 결과 대략투입 분

말 대비 50% 이상의 강화재 분말이 탄소강 용탕 내로 젖어든것으로예상된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일반적인 상용의 나노세라믹 분말을 아무런표면처리 없이는 탄소강 용탕내로의 장입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라믹 분말을 탄소강 용탕 내로 장입하기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표면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

다. TiC 세라믹분말의주조조직내로의장입은다음부분에서 SEM 사진및 EDS 결과등직접

적인 증거를 통하여언급할예정이다. 그러나, 기계적 활성화 처리를 하더라도 유도 용해로의

매우활발한자체대류에의하여투입분말이물리적으로용해로내벽에흡착함으로써용탕내

로의장입이방해받는것을관찰하였는데, 이는다음절에서제시하는계면활성금속의혼합방

법을 이용하여 용탕 내로의 젖음성 수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입 분말의 장입 수율

을최대한증가시키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그림 2.4는기계적활성화세라믹강화재의투입유무에따른탄소강의주조조직을나

타내는 광학현미경사진이다.그림에서 (a)는 pure 탄소강의 주조 조직을 나타내고 있는데,밝

은 부분은 α-페라이트이며, 검게 layered 형태로 보이는 것은펄라이트이다. 이러한 조직은 보

통의탄소강에서일반적으로관찰할수있는주조조직임을알수있다.그림 2.4(b) 는고에너지

기계적활성화된 TiC-Cu 세라믹강화재를첨가한개량탄소강에대한광학현미경조직사진이

다. 200배의저배율사진을비교해보면 pure 탄소강과비교하여주조조직이미세화된것을관

찰할수있다.

일반적으로응고주조조직의형태는냉각조건과합금조성에따라달라진다. 합금의응

고 시 존재할수 있는 중요한두가지 기본적인 성장형태가 수지상 (dendrite)과 공정 (eutectic)

상인데일반적으로수지상과공정상의혼합형태가존재한다.두가지모든경우초기응고시에

는단상의핵으로부터조직이성장된다.즉수지상의경우핵은구형으로성장하며곧불안정하

게되므로 수지상으로변화하며, 공정합금의 경우에는 초기의 단상핵에서 제 2상의 핵이곧바

로생성되어 공정입자(eutectic grain)로 계속 성장하여 주로 구형이 된다. 이처럼주조 시에는

두가지의성장형태가종종함께나타나는데중요한것은각각의입자는하나의핵에서나온것

임을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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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cast carbon steel (a) without powder and (b) with

MMed TiC-Cu composite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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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EM images of cast carbon steel (a) without powder and (b) with MMed TiC-Cu

composite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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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EM images of cast carbon steel with MMed TiC-Cu composite powders and the

corresponding ED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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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궁극적인 목표 역시 나노크기의 매우 미세한 분산 강화

용세라믹입자를금속용탕내로장입시킴으로써이러한입자들이용탕내에서녹지않고불균

질핵 (heterogeneous nuclei)으로써작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로부터응고시수많은

이종의미세한핵들에의해서 grain size를미세화시키면서그자신은자체로분산강화사이트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재의 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된다. 따라서, 광학

현미경 비교사진으로부터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세라믹 강화재를첨가한 개량 탄소강의 경

우 용탕이응고될때 TiC가 기지 금속 내에서 핵생성 사이트로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

이미세화된것을알수있다. 이를직접적으로확인하기위하여 SEM 사진및 EDS 분석을통하

여 TiC의기지금속에서의존재를입증하였다.

그림 2.5는주조탄소강의 SEM 조직사진을배율을달리하여보여주고있다.그림에서

(a)는 pure 탄소강의 주조 조직을 나타내고 있는데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2.5(b)는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세라믹 강화재를첨가한 개량 탄소강에 대한 SEM

조직사진이다. 2000배의저배율사진에서일부지역에구형의검정색부분이관찰되는데이러

한 부분이 TiC이며, 40000배 이상의 고배율에서는 1um 이하의 나노크기를 가지는 TiC 입자가

관찰된다. TiC입자는 EDS 스펙트라를통하여그림 2.6에서확인하였다.

SEM 사진으로부터개량탄소강의경우기계적활성화된 TiC 입자가탄소강용탕내로

장입이잘된다하더라도용탕내에서의분산안정성은확실하게보여주지못하고있는상황임

을간접적으로알수있다. 일차적으로는전체적인성분 mapping 이나 TiC 입자들의 IPS (inter

particle spacing, 입자간격)를 image analysis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세라믹 강화

재의분산성을확인해야하지만상기의세라믹분포의경우에는이미지분석을하는것이의미

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개량 탄소강의 조직 관찰과 함께경도를측정하였다. 경도는브리넬경도기를 이용하

여 각각의샘플에 대하여 10회측정하였으며,그평균값을그림 2.7에 나타내었다. 일반 탄소강

의경우브리넬경도의평균값은 106HB이며, 개량탄소강의평균값은 125HB로써대략 20% 정

도의경도값이상승한것을알수있다. 이는기계적활성화된세라믹강화재에의해조직이미

세화되는 것과 동시에 기지 조직 내에 TiC 세라믹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도값이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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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Brinell hardness of cast carbon steel (a) without powder and (b) with MMed TiC-Cu

composite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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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융 탄소강 내 나노세라믹 강화재 젖음성 향상 기술

고강도, 고인성 개량형 소재 개발을 위한 강화재인 세라믹과 모재인 금속의 이종

복합화 분야는 주로 물리적 방법에 의존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세라믹과 금

속간의 근본적 이질성 및 표면에너지 차이(γceramic<γmetal)로 인해 상호간의 젖음성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복합화가 매우 어렵다.[3] 용융 금속에 대한 세라믹 분말의 젖음성

(wettability)은 일반적으로 그림 2.8과 같이 sessile drop test[1-2]를 통하여 용융금속과세

라믹기판사이의접촉각(contact angle)을측정함으로써결정한다.

그림 2.8(a)는 일반적인 sessile drop test 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8(b)는

sessile drop test 후 세라믹 기판과 용융금속의 형태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진이며, 그림

2.8(c)는 실제 이를 통한 접촉각측정 및 젖음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나타내었다. 즉

그림 2.8(b)에서처럼 실제 세라믹 기판위에 금속을 용융시킴으로써 그림 2.8(c)와 같이 용

융 금속과 세라믹 기판 사이의 접촉각(contact angle)을 측정함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sessile drop test는 실제세라믹미세분말이고온의용융금속내로투입될때의젖음

성을 정확하게모사하기힘들기 때문에 매우 간접적인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앞절의그림 2.2-2.3에서처럼실제용융 금속위로상용의세라믹분말과기계적활

성화된 분말을 직접 투입하여 시간에 따라 표면 사진을촬영함으로써 용탕에서의 정성적인 젖

음성을평가하여분산강화에필요한최적의세라믹을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계적 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투입할 경우 용탕 내로의

젖음성을 측정하였지만, 앞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상용의 나노세라믹 분말을 아무

런표면처리없이는탄소강용탕내로의장입이불가능하나, 기계적활성화처리를하더라도유

도용해로의매우활발한자체대류에의하여투입분말이물리적으로용해로내벽에흡착함으

로써 용탕 내로의 장입이 방해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기계적 활

성화 처리 이외의 추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세라믹 강화재의 용탕내로의 젖음성을 향상시킬

필요가있다.

이론적으로, 용융 금속 내로의 세라믹 분말의 젖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라믹 표면에 금속을 코팅[4-7]시킴으로써 γSV를 증가시

키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특정 합금원소를 첨가[8-9]함으로써 γSL와 γLV를 감소시키

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용해주조에 적용하기 위해서 초기 1차년도에

서는기계적으로표면활성화된나노세라믹강화재를이용함으로써분산개량주조요소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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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8. (a) Schematic of sessile drop test, (b) real photo of ceramic substrate and

metal drop after sessile drop test and (c) measurement of wett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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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Schematic diagram of ceramic dispersion casting by the addition of mixed powder of

MMed ceramic particle and surfactant metal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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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활성화분말) (계면활성금속분말) (혼합분말)

Fig. 2.10. Real images of MMed ceramic particle, surfactant metal powder and mix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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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라믹 강화재로서 이용되는 산화물, 탄화물 등의 세라믹 입자가 주조

공정시 액상 기지 금속내에 직접 용입될 때 금속에 비해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는 세라

믹 입자의 표면 에너지(γceramic)를 높여주기 위하여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mechanical

activ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세라믹 입자의 표면에 심한 결함 및 변형 구조를 형성시키

고, 금속을 사용하여 표면 코팅 처리를 함으로써 세라믹 강화재의 표면을 활성화하였다.

즉, 젖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라믹 표면에 금속을 코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처럼금속을 표면에 표면 코팅 처리함으로써 기계적 활성화된 나노세라믹만을 사용할 경우 용

탕내로의 젖음성이 상용 세라믹에 비하여 우수하나그수율을좀더높여줄필요가 있다. 이렇

게함으로써 나노세라믹 입자에 의한 조직개량이더욱용이하면서도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수있다. 이러한개념을바탕으로탄소강의조직및특성에이로우면서도나노세라믹강화

재의 젖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면활성금속원소를 문헌조사 및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

였다. 본연구에서는이처럼젖음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주석, 니켈, 크롬등 3가지 종류의계

면활성 금속을 기계적 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에 첨가하여 주조함으로써 개량 탄소강을

제조하였다. 일반적으로주석은대표적인계면활성금속이며, 니켈및크롬은탄소강에소량첨

가될경우 탄소강의 특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세라믹 강화재의 젖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원소이다. 그림 2.9는 기계적 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와 계면활성금속을

이용한분산개량주조의모식도이며,그림 2.10은기계적활성화된나노세라믹강화재와계면활

성금속혼합분말의실제사진을나타낸다.

계면활성금속의첨가에따른젖음성을평가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공정을진행하였

다. 먼저 기계적 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는 1차년도와 동일한 공정을 통하여 TiC-Fe 복합

분말을 제조하였다.그후 제조된 TiC-Fe 복합분말에 3가지 종류의 계면활성 금속을 무게비율

50:50으로 혼합하여 1시간동안 70rpm/min의 속도록 교반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나노세라믹

강화재복합분말은 100도의전기로에서 1시간동안진공건조하여분말표면에부착되어있는가

스를 제거하였다. 유도가열로에서 4kg의 pure 탄소강을 용융 후 계면활성금속이 혼합된

나노세라믹 강화입자를 용탕 내에 흩어 뿌리면서 첨가한 후 탈산공정을 거쳐 몰드에 부

어 응고시켰다.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활성화 및 계면활성화에 의한 젖음성 향상효

과를확인하기위하여상용나노 TiC 세라믹(100nm급)을추가로용탕에투입하여비교하였다.

표 2.3은 세라믹 강화재 분말을 이용한 개량주조 공정 조건이다. 1차년도에는 세라믹 강화재의

탄소강기지내에서의존재여부를용이하게찾기위하여세라믹을기준으로 2wt%를첨가하였

으나, 개량 특성을더욱향상시키기위해 반복실험을 진행하여 비교한 결과 2차년도 이후에는

세라믹 기준으로 0.5wt%를첨가하여 최적 장입 조건을 완성하였으며 계면활성금속의 경우에

도 0.5wt%를첨가함으로써계면활성금속에의한특성변화를최소화하면서나노세라믹강화재

의젖음성을좀더향상시키도록연구를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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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Wettability test condition of mixed powders of MMed TiC-Fe and surfactant metal

ones.

변수 조건

기지금속 탄소강 S45C 4kg

세라믹 강화재 투입 함량 TiC 기준 20g (0.5wt%)

기계적 활성화 조건 TiC : Fe (50:50wt.%), 1100rpm 6분

계면활성금속 투입 함량 용탕 기준 20g (0.5wt%)

상용 세라믹 상용 TiC (100nm 급)

Fig. 2.11. Wettability test of dispersoid powders into carbon steel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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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젖음성 평가 공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것이다. 앞에

서도언급했듯이세라믹의용융금속내로의젖음성은이론적으로 sessile drop test를주로사용

하여평가하지만실제세라믹메세분말이고온의용융금속내로투입될때의젖음성을모사하

기가매우어렵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실제용융금속위로상용의세라믹분말과, 기계적활

성화된분말및계면활성금속을혼합한복합강화재분말을직접투입하여시간에따른표면사

진을촬영함으로써 용탕에서의 정성적인 젖음성을 평가하여 계면활성 금속의혼합에 의한 젖

음성수율변화를고찰하였다.

그림 2.12에서 2.14는그림 2.11의 실험을 통하여 상용의 세라믹 분말과 기계적 활성화

된분말및계면활성금속을혼합시킨복합강화재분말에대하여각각젖음성을측정한결과경

과시간에따른젖음성 특성을 평가한 사진을나타낸다.그림 2.12는 100nm급의상용 TiC 세라

믹 분말을 탄소강 용탕에 투입 후 대략 10초 사이에 용탕 상부에서의 시간에 따른분말의 분포

거동사진을나타낸다. 사진에서보듯이세라믹분말이용탕내로젖어들지못하고용탕바깥쪽

으로퍼져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세라믹 분말과 탄소강 용탕과의 젖음성이 매우 나쁘

기 때문에 용탕내로 스며들지못하고 또한 유도용해로의 특성상 용탕의 대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스며들지못한세라믹분말들이용탕의외곽쪽으로퍼지면서모여있는것이라할수있

다. 이와같은 현상은그림 2.2에서 300nm급의 상용 TiC 세라믹 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

데,그림 2.12에서는 사이즈가더욱미세화되었기 때문에 젖음성이더욱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에 반해 기계적 활성화 처리를거친 TiC-Fe 세라믹 강화재 분말은 아무런처리를 하

지않은상용분말과비교하여용탕상부에서의거동이매우다름을알수있다. 여기에서특이

사항은그림 2.3에서는기계적활성화된 TiC-Cu 세라믹강화재분말을사용하여젖음성실험을

진행했으나,그이후추가된실험결과들을바탕으로 TiC-Cu 강화재분말보다는 TiC-Fe 조합의

강화재분말이개량에더욱효과적인것을확인하였기때문에이후의연구내용은모두기계적

활성화된 TiC-Fe 분말을이용하였다.그림 2.13에서보듯이강화재분말투입후일부분말이용

해로외곽쪽으로흡착이발생하기도하지만강화재분말이비교적탄소강용탕내로잘스며들

어가는것을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그림 2.12와비교하면그차이를더욱확실하게비교

할 수 있다.그러나,그림 2.3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기계적 활성화 처리를 하더라도 유도 용해로

의매우활발한자체대류에의하여투입분말이물리적으로용해로내벽에흡착함으로써용탕

내로의장입이방해받는것이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분말의용탕내로의장입수율을높이

기위해서는 강화재 분말의 젖음성과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로부터 계면활성

금속을나노세라믹강화재분말과소량혼합하여용해주조실험을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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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Distribution of powder on the surface of carbon steel melt after pouring a

conventional TiC ceramic particle with the average size of 1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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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Distribution of powder on the surface of carbon steel melt after pouring MMed

TiC-Fe composi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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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Distribution of powder on the surface of carbon steel melt after pouring mixed

powders of MMed TiC-Fe and surfactant metal (Sn)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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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는 기계적활성화된나노세라믹강화재분말과계면활성 금속중 주석을혼합

한 복합강화재 분말을 탄소강 용탕 투입 후 용탕 상부에서의 분말의 분포거동 사진이며, 니켈

과크롬을사용하였을경우에도이와유사한경향을보이는것을확인하였다.그림에서보는것

처럼계면활성금속인 주석을혼합할 경우에는훨씬많은 양의 강화재 복합분말이 용탕 상부에

투입되더라도단시간에용탕내로장입하는것을알수있다. 정성적으로강화재복합분말의용

탕내로의젖음성이 50% 이상향상되었을것으로판단되며이에따라강화재복합분말의장입

수율역시증가하였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결과들은주조조직의이미지분석과기계적특

성분석결과를분석함으로써더욱분명하게확인할수있다.

3) 요약

- 기계적 활성화된 세라믹 강화재 분말을 통한 조직 개량 기술 개발 : 기계적 활성

화된 TiC-Cu 세라믹 강화재 분말을 첨가할 경우 젖음성이 매우 우수하지는 못했

지만 용탕내로의 장입이 가능했으며, 이로부터 주조 탄소강 조직의 미세화 및 경

도 등의 기초 물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용탕의 기지 내에서 매우 미세한 TiC 세라믹 입자가 용탕 내에서 녹지않

고 안정하게 존해하면서 응고 시 불균질 핵 (heterogeneous nuclei)으로써 작용하

여 조직을 미세화시키면서 그 자신은 자체로 분산되어 강화 사이트 역할을 한 것

으로 판단됨.

- 계면활성 금속 첨가를 통한 젖음성 수율 향상 기술 개발 : 기계적 활성화된 나노

세라믹의 용탕 내로의 젖음성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면활성 금속을 용탕 대

비 0.5wt% 정도의 소량을 첨가하였음.

⇒ 계면활성금속을 첨가하였을 경우 동일한 양의 강화재 복합분말이 용탕에 투입

될 때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용탕 내로 장입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로부터 강화

재 분말의 용탕 내로의 젖음성 및 장입 수율을 50% 이상 향상시켰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주석, 크롬, 니켈을 소량 첨가함으로써 탄소강 용탕의 표면에

너지를 낮추어 이로부터 세라믹 강화재의 용탕 내로의 젖음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동시에 용탕 내에서 세라믹 강화재의 분산 안정성을 극대화 할 것

으로 기대됨.

⇒ 계면활성금속의 첨가를 통한 조직 개량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새로

운 세라믹 강화재 제조 방법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았음 . [대한민국 특허

2009-00454085 “세라믹/금속 복합분말 강화재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되는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세라믹/금속 복합분말 강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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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량 탄소강 소재 제조 및 특성 평가

1) 용융 탄소강 내 입자분산개량 주조 (lab-scale)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 개량주조를 위한 실험실 수준의 용해주조 실험은 그

림 3.1에 나타낸 공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나노세라믹 강화

재 입자 직접분산 개량주조 기술은 기존의 용해주조 공정과 거의 유사하며, 단지 나노세

라믹 강화재를 효과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용탕 내에 직접 장입하는 공정이 추가됨으로써

기술적으로 완성된다. 초기 lab scale의 실험은 그림 3.1에서에 보여지듯이 금속 몰드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조하였으나, 응고 주조조직을 더욱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3.2와

같이 하부주입형 쉘 몰드 (shell mold)를 특별히 디자인하여 그림 3.3과 같은 실제 쉘 몰

드를 이용하여 용해주조를 실험하였다.

본 절에서는 용융 탄소강 내 미세 세라믹 입자를 분산주조하기 위하여 소량의

lab-scale에서 우선적으로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되어 금속이 코팅되어진 TiC-Cu 나노세

라믹 분말과 계면활성 금속 중 주석이 혼합된 분말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계면활성

금속의 영향을 확인한 후 실제 주조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기계적 활성화된 금속과 주석,

크롬, 니켈의 세 가지 종류의 계면활성금속이 혼합된 강화재 분말을 이용하여 대용량 용

해주조 실험을 진행하여 물성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강 배관소재는

SA106이나 lab-scale 주조실험에서는상용으로 구하기가용이한 S45C로대체하여주조하였다.

본 절에서 기본 기지조직으로 사용된 재료는 탄소강 S45C이며, 탄소의 함량이

0.42~0.5wt% 인 아공석강이다. 이에 대한 Fe-C 상태도는 그림 3.4에 나타나 있으며, 기지

조직에 대한 광학 및 주사현미경 사진은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상태도 및 주조조직 사진에서 관찰되듯이 탄소강의 주조조직은 기본적으로 펄라

이트와 페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a)의 광학 사진에서 밝게 나

타나는 부분은 초석 페라이트이며,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은 공석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가 층상으로 이루어진 펄라이트 조직이다. 주사전자현미경에서도 이러한 초석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a)에서 보듯이 초기 S45C 탄소강 주조조직의 경우

대략적으로 수백마이크로미터의 grain siz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는 강화재 분말투입조건에 따른 탄소강의 주조조직에 대한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a)는 pure 탄소강 S45C (그림 3.5(a)와 중복), (b)는 pure 탄소강 S45C + 주석

0.5wt%, (c)는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복합강화 분말 (TiC 기준 0.5wt%), 그리

고 (d)는 0.5wt% 주석이 혼합된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복합강화 분말에 대한 사진이

다. 그리고, 그림 3.7은 그림 3.6의 광학현미경 사진으로부터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여 주

조조직에서 페라이트 분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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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g. 3.1. Lab-scale casting process of carbon steel using mixed powders of MMed

TiC-Cu and surfactant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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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Drawings of shell mold for lab-scale casting specially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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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hell mold for lab-scale casting specially designed.



- 97 -

Fig. 3.4. Phase diagram of Fe-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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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5. (a) Optical and (b) SEM images of cast carbon steel of S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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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6.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cast carbon steel (a) without particle, (b) with

0.5wt.% Sn, (c) with 0.5wt.% MMed TiC-Cu powder and (d) with 0.5wt.% Sn +

0.5wt.% MMed TiC-Cu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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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re 탄소강 (b) 0.5wt% 주석 첨가

페라이트 분율(7.03%) 페라이트 분율(9.85%)

(c)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첨가 (d) (c)+0.5wt% 주석 첨가

페라이트 분율(34.74%) 페라이트 분율(50.98%)

Fig. 3.7. Variation of the fraction of ferrite phase in the cast carbon steel matrix at

different powder conditions; (a) without particle, (b) with 0.5wt.% Sn, (c) with 0.5wt.%

MMed TiC-Cu powder and (d) with 0.5wt.% Sn + 0.5wt.% MMed TiC-Cu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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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활성화된 세라믹 강화재의 젖음성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소량의 주석을 첨가하였기 때문에 주석 자체에 의한 탄소강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

드시 필요하였다. 그림 3.6(b)는 탄소강에 주석을 0.5wt% 첨가할 경우 얻어지는 주조조직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기본 조직은 pure 탄소강과 거의 유사하고 단지

초석 페라이트가 소량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주석을 첨가할 경우 금속간화합물

(FeSn)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첨가된 주석이 워낙 소량이었기 때문에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을 통해 실제적으로 관찰은 거의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주석을 0.5wt% 정도 첨가할

경우에는 탄소강의 조직과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이

미지 분석결과 (그림 3.7(b)) 주석을 첨가할 경우 페라이트 분율은 대략 2% 정도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6(c)는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복합강화 분말 (TiC 기준

0.5wt%)을 첨가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주조조직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초석

페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생성되고, 원래 조성이라면 펄라이트만 생겨야하는 grain 내부에

서 입자미세화가 발생하여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동시에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로부터 세라믹 강화재가 첨가될 경우 용탕의 응고 시 기지조직 내에서 grain의 핵생성 사

이트로 작용하여 냉각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grain size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이미지 분석 결과 페라이트 분율이 35% 정도로 매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6(d)는 0.5wt% 주석이 혼합된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복합강화 분말

에 대한 사진이다. 이 경우에는 초석 페라이트에 의한 grain의 경계가 사라지고 처음부터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동시에 공존하는 주조조직이 관찰된다. 이는 주석이 소량 첨가됨

으로써 세라믹 강화재의 젖음성이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좀더 많은 양의 세라믹 강화재가

장입됨으로써 조직의 응고 시 핵생성을 더욱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용탕 내에

서의 분산 안정성도 더욱 높임으로써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조직 내에서 거의 같은 분

율로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경우 이미지 분석 결과 페라이트 분율이

51%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세라믹 강화재를 첨가한 개량 탄소강의 경우 용탕이 응고될

때 첨가된 TiC 세라믹 입자가 기지 금속 내에서 핵생성 사이트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조직이 미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탄소강 기지 내에 존재하는 세라믹 입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SEM/TEM 사진 및 EDS 분석을 통하여 TiC 입자의 지지 내

에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림 3.8은 0.5wt% 주석이 혼합된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복합강화 분말이 첨가된 개량주조 탄소강의 SEM 조직 사진 및 EDS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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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SEM and EDS dot images for the cast carbon steel with with 0.5wt.% Sn +

0.5wt.% MMed TiC-Cu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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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9. (a) TEM, (b) EDS dot and (c) EDS mapping images for the cast carbon steel

with with 0.5wt.% Sn + 0.5wt.% MMed TiC-Cu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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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0.5wt% 주석이 혼합된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복합강화 분말이 첨가

된 개량주조 탄소강 기지 내에서 발견되는 1마이크로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TiC 세라믹

입자에 대한 TEM 사진 및 여러 영역에 대한 EDS peak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TEM 사진

의 1,2,3,4 번 영역에서 Ti peak이 주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5,6번 영역에서

는 주로 Fe peak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3.9(c)의 EDS

mapping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세라믹 강화재가 첨가될 경우 탄소강 기지 조

직 내에서 TiC 세라믹 입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TiC 세라믹

입자의 평균 크기는 200nm 급이지만 TEM으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1마이

크로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TiC 세라믹 입자를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TiC 세라

믹 입자가 장입되어 균일하게 조직이 미세화되는 결과로부터 미세한 TiC 세라믹 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금까지는 개량 탄소강 주조조직의 미세조직(microstructure)의 변화를 조직 내에

서의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변화, grain size 차이 및 실제 세라믹의 존재 여부 확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미세조직 보다 매크로조직

(macrostructure)의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매크로조직의 미세화

및 변화에 따라 생산되는 주강의 압연특성, 성형성 및 가공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포스코에서 연속주조에 의해 생산되는 주강의 경우

조직 내의 등축정 조직이 40% 이하가 되면 그 주강 slag는 재용해 공정을 거쳐야 한다.

반대로 등축정 조직이 70% 이상이 되면 압연 특성이 50%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라믹 강화재를 이용한 분산주조 개량기술을 산업

적으로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크로조직의 변화 관찰이 필수적이다.

그림 3.10은 pure 탄소강,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강화재 분말 및 소량의 주석

이 첨가된 강화재 복합분말에 대한 탄소강 주조조직에 대한 매크로조직 사진이다. 강화재

를 첨가하지 않은 pure 탄소강의 경우(그림 3.10(a)) grain의 입자가 방향성을 띄지는 않

지만 그 크기와 모양이 매우 불균일한 것을 관찰하였다. 기계적 활성화된 TiC-Cu 나노세

라믹 강화재 분말을 투입한 경우(그림 3.10(b))에는 pure 탄소강에 비하여 매크로조직이

미세해지면서 보다 균일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량의 주석이 첨가된 강

화재 복합분말을 투입한 경우(그림 3.10(c))에는 매크로 조직이 매우 미세해지면서 건전한

주조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소량의 주석을 첨가함으로써 나노세라믹 강화재가 탄소강 조직 내에서 균일

하게 분포됨으로써 매크로조직이 더욱 미세하고 균일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건전한 주조조직을 형성할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적인 산업현장에 적용할 경우

후속 가공 공정이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부터 생산단가 역

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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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0. Optical macroscopic image of cast carbon steel; (a) without particle, (b) with

0.5wt.% MMed TiC-Cu powder and (c) with 0.5wt.% Sn + 0.5wt.% MMed TiC-Cu

powder.



- 106 -

조직개량에 따른 조직 미세화 및 세라믹 강화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의

분말 투입 조건에 대하여 브리넬 경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11은 강화재 투입 조건에 따

른 탄소강 주조조직에 대한 브리넬 경도 값이다. 브리넬 경도는 각각의 샘플에 대하여

3ton의 중량으로 10회 이상 측정하였다. pure 탄소강의 브리넬 경도값은 평균 180HB이

며, 0.5wt% 주석이 첨가된 경우에는 187HB, 기계적 활성화된 복합분말은 202HB, 마지막

으로 주석이 0.5wt% 첨가된 혼합분말은 209HB이었다. 주석만 0.5wt% 첨가될 경우에는

브리넬 경도가 대략 4% 증가하므로 경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경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화합물이 거의 생성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기계적 활성화된 복합분말을 첨가할 경우에는 11%가 증가하였고, 주

석이 0.5wt% 첨가된 혼합분말을 첨가할 경우에는 16%의 경도값이 상승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와 같은 브리넬 경도값의 증가는 세라믹 강화재 첨가에 의해 주조조직이 미세화

되는 것과 동시에 기지 조직 내에 TiC 세라믹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괴

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10회 이상 경도값을 측정하였기 TiC 세라믹 역시 탄소강 내에 고

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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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The values of Brinell hardness of cast carbon steel as a function of

introduced ceramic particl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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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융 탄소강 내 입자분산개량 주조 (plant-scale) 공정

가) Plant 주조 실험을 위한 나노세라믹 강화재 분말 제조

본 절에서는 용융 탄소강 내 미세 세라믹 입자를 분산주조하기 위하여 실제 주조

공장에서의 대형 유도로를 이용하여 대용량 탄소강 소재를 제조하고 소재 특성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2차측 배관 소재인 탄소강 106C의 조성을

맞추어 주조하였으며, 탄소강 106C의 조성비율은 표 3.1과 같다. 조성표에서 크롬, 구리,

몰리브덴, 니켈, 바나듐의 다섯 가지 원소의 경우 원소의 합이 1wt.%를 넘어서는 안 된

다.

미세세라믹 입자가 분산된 개량 탄소강 주조를 위하여 대용량 기계적 활성화 장

비를 이용하여 표 3.2과 같은 조건으로 용해분산 주조용 나노세라믹 강화재 복합분말을

제조하였다. 대용량 주조에서는탄소강의기지금속인철과화학적안정성과젖음성이우수한

TiC 세라믹과탄소강과동일기지인 Fe 금속의조합을선정하여대용량 기계적활성화장비를

이용하여제조하였다.좀더구체적인제조공정을살펴보면,먼저 1차적으로대용량기계적활

성화장비를이용하여 850rpm으로 10분동안 mechanical milling을진행하여 MMed TiC-Fe 복

합분말을제조한후앞절에서도언급했듯이주석, 크롬, 니켈의 세 가지 종류의 계면활성금

속을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혼합하였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3차원 혼합

장비를 이용하여 70rpm의 저속에서 24시간 동안 충분히 혼합함으로써 MMed TiC-Fe 복

합분말과 세 가지 종류의 계면활성금속이 균일하게 섞이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대

용량 기계적 활성화 장비를 이용하여 400rpm의 저속에서 60분 동안 MMed TiC-Fe 복합

분말과 크롬과 니켈 종류의 계면활성금속을 2차로 밀링하여 혼합분말을 제조하였다. 주석

의 경우 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400rpm의 저속에서도 MMed TiC-Fe 복합분말과 서

로 밀링되지 않고 뭉쳐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롬과 니켈 분말에 대해서만 2차 밀링

을 진행하였다.

그림 3.12는 1차 기계적 활성화 및 2차혼합 &밀링에 사용된 분말 나타내고 있다. TiC

는 각진 형태로써 40~70㎛의평균크기를 가졌으며, 철분말은얇은 flake 형태로써대략 200㎛

급의 크기를 보였다. 주석 분말, 크롬분말, 니켈분말은 모두구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크기는각각 60㎛, 74㎛, 45㎛의크기를각각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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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hemical compositions of carbon steel (106C) used for lab-scale casting.

성분 함량

Carbon 0.35 (max)

Manganese 0.29-1.06

Phosphorus 0.048 (max)

Sulfur 0.058 (max)

Silicon 0.10 (min)

Chrome* 0.4 (max)

Copper* 0.4 (max)

Molybdenum* 0.4 (max)

Nickel* 0.4 (max)

Vanadium* 0.08 (max)

Iron bal.

* These five elements combined shall not exceed 1%.

Table 3.2. Fabrication condition of nano ceramic composite powder for the plant-scale

casting of carbon steel.

변수 조건

metal & ceramic Fe, TiC

TiC : Fe 50 : 50 (wt.%)

1st mechanical activation 850rpm(70G), 10min

surfactant metal Sn, Cr, Ni

2nd mixing of surfactant metal

for Sn, Cr, Ni
70rpm, 24h

2nd mechanical activation of

surfactant metal for Cr, Ni
400rpm, 6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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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SEM images of surface morphology of raw powders of (a) TiC, (b) Fe, (c) Sn, (d) Cr and (e)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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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mixing and milled powders of MMed TiC-Fe

and surfactant meta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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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코팅된 TiC 분말과 계면활성금속 첨가원소를 혼합방법을 다르게 하

였을때 분말의 단면 상태를 보여주는 SEM 사진이다. Mixing은 3차원 혼합기를 사용하여

1시간, 8시간, 24시간동안 혼합하였고, 2차 밀링은 200rpm 10분, 200rpm 60분 400rpm 60

분에서 진행하였다. Mixing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TiC-Fe 분말이 작아지고 첨가 원소

의 기지 내에도 TiC 분말이 섞여 들어감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첨가원소의 주위에 박히

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24시간동안 혼합한 조건에서 그러한 거동을 잘 보여주고 있

다. 2차 밀링의 경우도 역시 rpm과 시간이 증가할수록 TiC의 크기가 작아짐을 볼 수 있

는데 그 정도가 3차원 혼합과 차이가 많이 남을 볼 수 있다. 특히 400rpm에서 60분 동안

혼합한 분말은 첨가원소의 기지 내에 촘촘히 분포되어 있는 TiC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하여 24시간동안 Mixing한 분말과 400rpm에서 60분 동안 MA한 분말을 강화 분말로

사용하여 주조를 실시하였다.

나)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 개량주조 (plant-scale)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 개량주조를 위한 실험실 수준의 용해주조 실험은 그

림 3.1에 나타낸 공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나노세라믹 강화

재 직접분산주조 기술은 기존의 용해주조 공정과 거의 유사하며, 단지 나노세라믹 강화재

를 효과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용탕 내에 직접 장입하는 공정이 추가됨으로써 기술적으로

완성된다. Lab scale과는 달리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투입하는 방법을 약간 달리하여 그림 3.14와 같이 산업현장 적용을 위한 plant-scale의 개

량주조 공정을 확립하였다. 즉, lab scale에서 출탕전 유도로의 용탕 상부에 직접 투입하

는 방법과는 달리 제조된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출탕 전 ladle 바닥에 장치한 후(그림

3.14(d)) ladle 위로 용탕을 출탕 (그림 3.14(c))하게 되면 용탕에 의한 자체 대류를 통하여

나노세라믹 강화재가 용탕 내로 젖어들어가게 된다. 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일 재질의 탄소강 봉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저어 줌으로써 세라믹 강화재가 용탕 내

부에 분산이 되도록 하여 3~5분이 경과한 후 준비된 주조용 Y-block 몰드 (그림 3.14(e))

에 용탕을 붓는다(그림 3.14(f)). 주조가 완료되면 그림 3.14(h)와 같은 Y-block 형태의 샘

플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멀라이징 열처리(그림 3.14 (i), (j))를 한 후에 시험

분석을 진행한다. 시험 분석은 Y-block에서 주조 조직이 가장 건전한 아래 부분을 절단하

여 수행한다. Plant-scale의 공정에서 보다시피 그림 3.14(d)에서 세라믹 강화재를 ladle 바

닥에 장치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용해 주조 공정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 공정 규격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에

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주조 공정에 6-8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접분

산주조 공정 규격을 완성하였다. 상기의 공정은 소재의존도가 거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금 주조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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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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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j)

Fig. 3.14. Plant scale nano ceramic dispersion casting of carbon steel 1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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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lant-scale process of nano ceramic dispersion casting.

주조공정 작업내용

1. 주조방안의 검토 용탕주입방법 (속도, 양, 위치, 경로)

2. 모형설계와 제작 목적 주물의 도면을 고려하여 나무, 금속으로 모형 제작

3. 주물사 조제와 처리 모래의 종류 및 크기를 고려하여 배합

4. 조형과 조심 주물사를 이용하여 주형 제조, 또는 주형과 코어의 조립

5. 재료장입과 용해조업 재료를 배합한 노에서 용해, 최적 용탕준비

6. 나노세라믹 강화재 제

조

기계적 표면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 제조 (MMed

TiC-Fe composite powder) 및 계면활성화금속 (surfactant

metal element) 을 이용한 2차 mixing/milling

7. 나노세라믹 강화재 출

탕 전 ladle 바닥 주입
제조된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출탕 전 ladle 바닥에 주입

8. 출탕 및 교반 ladle에 출탕 후 수동 교반 (3~5분 유지)

9. 몰드 주입 주조 몰드에 주입

10. 주물의 후처리와 보수
모래를 털고 불필요한 부분의 절단, 표면 청정, 연삭 및 보

수

11. 열처리 특성향상, 내부응력의 제거를 위한 열처리

11. 가공 및 도금 기계적삭, 가공, 표면도금 등의 처리

12. 시험검사 외관, 치수, 조직, 재질 검사 및 결함의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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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Plant-scale casting experience by using nano ceramic dispersoid for various

alloys.

합금 날짜 용량 분산 강화재 제조업체

회주철

2006/8/31 1,600kg MMed (SiC+Cr) 삼우주물

2007/1/29 600kg MMed (SiC+Cr, Y2O3+Cr) 삼우주물

2007/3/1 400kg MMed (TiC+Cu, Y2O3+Cr) 달성주물

2007/3/15 1,000kg
MMed (SiC+Cr, Y2O3+Cr,

TiN+Cu, TiC+Cu)
달성주물

2007/4/25 800kg
MMed (SiC+Cr, Y2O3+Cr, TiN+Cu,

TiC+Cu)
달성주물

2007/6/25 400kg MMed (SiC+Cr, TiC+Cu) 달성주물

Al-bronze

2008/3/25 300kg MMed TiC-Cu 현대특수금속

2008/5/15 200kg MMed TiC-Cu 현대특수금속

2008/6/4 500kg MMed TiC-Cu 부림비철금속

스테인리스

2007/4/30 200kg
MMed TiC-Cu, compaction

powder, melt sponge 강화재
캐스텍

2007/6/18 800kg MMed (SiC+Cr, TiC+Cu) 2000금속

2007/7/12 200kg MMed (SiC+Cr, TiC+Cu) 캐스텍

2008/6/16 500kg MMed TiC-Cu 우림ENG

탄소강

2008/5/15 200kg MMed TiC-Cu 현대특수금속

2008/6/16 500kg MMed TiC-Fe + Sn 우림ENG

2008/7/10 500kg MMed TiC-Fe + Sn 우림ENG

2009/5/26 200kg MMed TiC-Fe + Sn 현대특수금속

2009/6/2 200kg MMed TiC-Fe + Sn 현대특수금속

2009/6/18 400kg MMed TiC-Fe + Sn 현대특수금속

2009/6/29 200kg MMed TiC-Fe 현대특수금속

2009/6/30 200kg MMed TiC-Fe + Sn 현대특수금속

2009/7/7 1,200kg MMed TiC-Fe + Sn 2000금속

2009/7/24 1,200kg MMed TiC-Fe + Sn 2000금속

2009/9/9 2,400kg MMed TiC-Fe + Cr/Ni 2000금속

2009/9/30 1,200kg MMed TiC-Fe + Cr/Ni 2000금속

2009/11/10 1,200kg MMed TiC-Fe + Ni 2000금속

2010/3/18 1,200kg MMed TiC-Fe + Cr 2000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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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량주조 탄소강 특성 평가 - 계면활성금속의 종류에 따른 조직 및 기계적 특성 변

화

본 절에서는 다양한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를 첨가하여 주조 탄소강을 개량하였

을 때 탄소강 소재의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세라믹의 젖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량 첨가되는 계면활성금속의 종류에 따른 주조조직, 기계적 특성, 마모, 침식 및 감육저

항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용량의 plant-scale의 주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력을 표 3.4에 나타내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개발 초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강화재를 제조하여 철계 합금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TiC

세라믹과 Fe 금속을 1차 기계적 활성화한 MMed TiC-Fe 분말을 제조한 후 여기에 계면

활성금속인 Sn, Cr, Ni을 혼합합으로써 최종 세라믹 분산 강화재를 완성하여 대용량 탄소

강 주조 실험을 진행하였고, 제조된 개량주조 탄소강에 대하여 다양한 특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가) 주석 첨가에 의한 효과 (MMed TiC-Fe + Sn mixing)

본 절에서는 1차 MMed TiC-Fe 복합분말에 2차 계면활성금속으로 Sn을 첨가할

경우에 대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Sn의 경우 연성이 매우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혼합 시 3차원 혼합기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충분히 혼합을 하였으며,

이 때 단면은 그림 3.15와 같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부 TiC 세라믹 입자들이 Sn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Sn 분말과 MMed TiC-Fe 분말

간에 분포는 고르게 되어 있으나, 양 분말간의 계면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5의 세라믹 강화재를 이용하여 대용량 탄소강 용해주조를 시행하였으며,

주조시편에 대하여 분광분석을 실시하여 TiC의 젖음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계면활

성금속이 젖음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종류의 혼합 분

말을 첨가하여 주조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MMed TiC-Fe는 TiC 0.15wt%, Fe

0.15wt%, 그리고 첨가되는 Sn은 0.3wt%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

서는 Sn과젖음성향상의상관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각각두배로늘려서즉, MMed TiC-Fe

는 TiC 0.3wt%, Fe 0.3wt%, 그리고 Sn은 0.6wt%를 혼합하여 실험하였다. 표 3.5는

0.3wt% MMed TiC-Fe + 0.3wt% Sn을 첨가한 탄소강 주조재에 대한 분광분석 결과이다.

표에서도 보이듯이 MMed TiC-Fe 분말만첨가한주조재의경우 0.01wt%의 Ti 함량을보이고

있으며, MMed TiC-Fe + Sn을 첨가한 주조재의 경우 4배인 0.04wt%의 Ti를 함유하고있음

을알수있다. 이는 Sn이용탕의계면에너지를현저히감소시키는계면활성제의역할을함으로

써 Sn이탄소강기지내로의 TiC 젖음성을크게향상시키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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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Cross-sectional SEM image of MMed TiC-Fe and Sn surfactant metal element

mixed powders by turbulent mixing machine for 24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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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Chemical composition of cast carbon steel with 0.3wt% MMed TiC-Fe and

0.3wt% Sn surfactant metal element mixed powders by turbulent mixing machine for

24hrs.

Additives C Si Mn P S Cu Sn Ti

Pure 0.32 0.44 0.77 0.02 0.01 0.03 0.00 0.00

Sn(0.3) 0.31 0.52 0.82 0.02 0.01 0.03 0.18 0.00

MMed TiC-Fe(0.15-0.15) 0.32 0.54 0.85 0.02 0.01 0.03 0.00 0.01

MMed TiC-Fe(0.15-0.15) + Sn(0.3) 0.32 0.53 0.83 0.02 0.01 0.03 0.17 0.04

Table 3.6. Chemical composition of cast carbon steel with 0.6wt% MMed TiC-Fe and

0.6wt% Sn surfactant metal element mixed powders by turbulent mixing machine for

24hrs.

　Additives C Si Mn P S Cu Sn Ti

Pure 0.24 0.41 0.75 0.02 0.01 0.04 0.00 0.00

Sn(0.6) 0.23 0.47 0.80 0.02 0.01 0.04 0.48 0.01

MMed TiC-Fe(0.3-0.3) + Sn(0.6) 0.27 0.53 0.86 0.02 0.01 0.04 0.45 0.10



- 120 -

표 3.5에서특이할사항은 Sn만의효과를관찰하기위하여 0.3wt% Sn을첨가한경우에

Sn이 주조재에서는 0.18%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TiC의 경우 초기 투입량인

0.15wt%와비교하여 17% 정도인 0.04wt%만이검출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같은사실로부

터 Sn이첨가될경우 TiC 젖음성이첨가되지않을때와비교하여현저하게향상되지만초기투

입대비젖음성수율이제한적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표 3.6은 Sn과 TiC 세라믹 젖음성 향상의 상관관계를알아보기 위하여 MMed TiC-Fe

와 Sn의 함량을두배로늘려서첨가한 주조재의 분광분석 결과이다. 표 3.6의 결과를 보면 표

3.5 조건의 2배의분말을탄소강용탕내에장입을하였고그결과 Ti의함량이 0.1wt%로 2배이

상으로늘어났음을알수 있다. 이는 MMed TiC-Fe와 Sn의 양을증가시킬수록탄소강 내의 Ti

의양도증가함을알수있다. 또한 MMed TiC-Fe의 양이 2배증가라면표 3.5의결과에비춰볼

때 0.08wt%의 Ti가검출되어야하지만계면활성금속의양이늘어나 Ti의함량이더욱증가했음

을알수있다. 이로부터계면활성금속의양과 TiC 젖음성향상과는완전한선형관계를가지지

못한다는것을알수있으며, 이를규명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 Sn 함량변화실험을통하여관

계식을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않았다. 또한,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Sn의양을증가시켜실험을하더라도초기투입대비 젖음성수율이제한적인것을

확인할수있었다.

그림 3.16은표 3.5의주조조건에대한광학현미경사진이다. 광학사진에서밝은부분

은 ferrite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pearlite부분이다. 그림 3.16(a)는순수 탄소강의 100배 광학

사진이다. 불규칙한 pearlite 사이에밝은색의 ferrite가혼합되어있다. (a)와 (b)를비교했을때

ferrite조직이작아지고, pearlite의 양이많아졌다. (a)의경우 ferrite조직이 크고 매크로 조직이

많은데 (b)는 (a)에 비해서 ferrite조직이 약간 작아지고 매크로 조직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ferrite생성 시 TiC가 ferrite의 핵생성에관여를하였고응고속도가짧아 (a)에비해 ferrite조직

이성장하지못한것으로사료된다. (c)의경우모든조건에비해 ferrite조직이매우작아지고치

밀해짐을볼수있다. 이것은 (b)에비해 4배의 Ti가함유된것으로부터 ferrite의핵생성에더많

은영향을주어순수탄소강과는확연한차이의조직미세화가 나타났음을알수있다. (d)의경

우 Sn만을넣었을경우순수탄소강과별차이가없지만약간의 조직 미세화가나타나고 ferrite

조직의안정화시간이길어그모양이날카롭지않다. 그림 3.17은 표 3.6 조건에대한광학관찰

결과이다. 탄소의함량이줄어들어위결과에비해 ferrite조직이전체적으로많아졌다. (b)를 (a)

와비교했을때미세해진 pearlite조직과 ferrite 조직들이치밀해지고미세해졌음을알수있다.

(b)의 경우작은 ferrite조직이만나큰 ferrite조직을 이루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는 분산된 TiC

분말이핵생성에영향을주어조직이미세해진것으로사료된다. (c)의경우순수한탄소강조직

과비슷하나 ferrite조직이날카롭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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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0.3wt%

MMed TiC-Fe, (c) carbon steel with 0.3wt% MMed TiC-Fe + 0.3wt%Sn and (d) carbon steel

with 0.3w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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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0.6wt%

MMed TiC-Fe + 0.6wt%Sn and (c) carbon steel with 0.6w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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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SEM and EDS mapping imag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0.3wt%

MMed TiC-Fe, (c) carbon steel with 0.3wt% MMed TiC-Fe + 0.3wt%Sn and (d) carbon steel

with 0.3w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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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SEM and EDS mapping imag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0.6wt%

MMed TiC-Fe + 0.6wt%Sn and (c) carbon steel with 0.6w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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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은 0.3wt%의 TiC-Fe, TiC-Fe+Sn, Sn에 대한 SEM 사진과 EDS mapping측정

을한사진이다. 어두운부분이 ferrite조직이고밝은부분이 pearlite조직이다. (c)의조직이가장

미세해 진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이는앞에서 광학사진과 동일한 결과로 TiC-Fe를첨가함으

로써조직의미세화와치밀화를이룰수있다고할수있다. Sn을넣지않고 MMed TiC-Fe 복합

분말을첨가한 (a)의 경우 탄소강 기지 내에 Ti 입자들이 존재하지만그입자수가극히 적었다.

Sn과같이 TiC-Fe를혼합한 (b)의경우분광분석결과대로 Ti가가장많이분포하고있다. 하지

만부분적으로응집된 Ti와불균일하게분산된부분을관찰할수있었다.

그림 3.19는 0.6wt%의 TiC-Fe+Sn과 Sn의 SEM사진과 EDS mapping측정을 한 사진들

이다. SEM 사진을보면 (b) 사진인 TiC-Fe+Sn의 ferrite와 pearlite의조직이미세해지고치밀해

진 것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0.6wt%Sn을 첨가한 조직은 순수탄소강의 조직에 비해

ferrite의모양은더욱둥근형태를하고있다. 0.6wt% TiC-Fe+Sn mapping 사진을보면다량의

Ti 입자가분포함을알수있다. 또한 Ti의응집이관찰되었고부분적으로불균일한분포를보였

다. Sn의 mapping 사진을통해 Sn 역시용탕내에서분산이되었음을볼수있다.

탄소강의경도에미치는인자는탄소함량, 조직의성질,그리고조직의크기등이있다.

그림 3.20은 표 3.5의 조건 (0.3wt% MMed MMed TiC-Fe+0.3wt%Sn)에서 주조한 탄소강 소재

의 Brinell 경도값을그래프로 나타낸것이다. MMed TiC-Fe의 경우 170HB정도로순수탄소강

(153HB)에 비해 약 10%정도증가하였다. 이는 TiC 입자가 분산된 영향과 조직의 미세화,그리

고증가한 pearlite조직이영향을주었다. 보통 ferrite가많으면그탄소강의성질은연해지게되

고, pearlite가많으면경도와강도가증가하게되는데 pearlite가 ferrite에비해약 2.5배정도경

도가 높다. MMed TiC-Fe+Sn의 경우 185HB정도의 경도값을갖는데이는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17%정도증가한값이다. 이는 TiC의 분산과 Sn의첨가에 따른경도증가, 모든조직의 미세

화, pearlite 조직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조직이미세해짐과동시에세라믹입자의분산으로인

해경도는증가하게되고또한 pearlite조직이증가하여 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 Sn은 Fe에

첨가될경우 경도증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0.3wt%Sn을첨가한 시편역시 경도가증가하여

172HB정도의 경도값을갖는데이는순수탄소강에 비해 약11%가증가된값이다. 열처리 후에

는조직이안정화되고잔류응력이제거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경도값이낮아졌으며, 경도값

도 매우 균일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MMed TiC-Fe의 경우 153HB정도로 순수탄소강

(148HB)에 비해 약 3%의 증가율을 보였다. MMed TiC-Fe+Sn은 163HB 정도로 순수탄소강에

비해약 9%의증가율을보였으며, Sn만첨가된경우 159HB로약 7%의증가율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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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Brinell hardness of cast carbon steel fabrica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b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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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Brinell hardness of cast carbon steel fabrica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b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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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은 표 3.6의 조건으로 주조한 개량 탄소강 소재에 대한 경도를측정하여그래

프로나타낸것이다. MMed TiC-Fe+Sn의경우 198HB로순수탄소강(140HB)에비해약 30%증

가하였고 Sn만을 넣었을 경우 163HB로 순수탄소강에 비해 15%정도 증가하였다.

0.3wt%MMed TiC-Fe+Sn일 때 17%상승한 결과를 보면 MMed TiC-Fe+Sn분말의 양이증가할

수록더욱높은 경도를 나타냄을알수 있다. 이는 ferrite 조직이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더많

은 TiC입자의 분산으로 인한 분산 강화와 grain의 미세화로 인해 경도가 상승하였음을예측할

수있다. 또한 Sn만분산시켰을경우에도경도가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열처리후에도

비슷한경향으로경도값이나타나는데MMed TiC-Fe+Sn의경우 176HB로순수탄소강(138HB)

에 비해 약 21%의증가를 보였다. Sn의 경우 159HB로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13%의증가를 보

였다.

표 3.5의 조건으로 제조된 개량 탄소강 소재에 대하여 인장실험을 하였다. 인장실험을

통하여측정된최대인장강도(Ultimate Tensile Strength, UTS)와항복강도(Yield strength)를그

림 3.22에 나타내었다.순수탄소강의 경우 524MPa의 최대인장강도를나타내며, MMed TiC-Fe

를첨가한 주조재는 545MPa로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4%증가하였다. MMed TiC-Fe+Sn을첨

가한주조재역시 545MPa의강도를가지며순수탄소강에약 4%의증가를보였다. 하지만 Sn만

을첨가한주조재는 492MPa의강도를보였다. 이는순수탄소강에비해 6%의감소를보였다. 항

복강도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증가하였다. MMed TiC-Fe의 경우 340MPa로 순수탄소강

(328MPa)에비해약 5%의증가를보였고, MMed TiC-Fe+Sn의경우 348MPa로약 6%의증가를

보였다. Sn을첨가한주조재의항복강도역시증가하였는데 337MPa로약 3%의증가를보였다.

0.3wt%MMed TiC-Fe+Sn의시편이가장높은인장강도와항복강도를보이는데이는 TiC가분

산되어 조직이 미세화 되고 분산강화효과로 인해 강도가 상승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Sn은

Fe에첨가되었을때강도의증가효과도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강도가상승하는경향을볼수

있다.

그림 3.23은표 3.6의조건으로제조된개량탄소강소재에대하여인장실험을한후측

정된 최대인장강도와 항복강도에 대한 결과이다. MMed TiC-Fe+Sn의 경우 533MPa의 인장강

도를 갖는데 이는 순수탄소강(473MPa)에 비해 약 11% 증가하였다. Sn만을 첨가했을 경우

515MPa로순수탄소강에비해약 8%의증가를보였다. 항복강도 역시순수탄소강에비해증가

하였다. MMed TiC-Fe+Sn의 경우 402MPa로순수탄소강(283MPa)에 비해 약 30%정도증가하

였다. Sn을첨가한주조재의경우 344MPa로순수탄소강에비해약 18%의증가를보였다. 인장

강도와 항복강도 역시 0.3wt%MMed TiC-Fe+Sn을첨가했을 때보다 상승폭이 크다. 강도에 대

해서도 TiC의함유량증가로인해분산강화의효과와조직의미세화의영향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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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yield strength of carbon steel fabrica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ble 3.5.



- 130 -

Fig. 3.23.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yield strength of carbon steel fabrica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b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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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Elongation and impact energy of carbon steel fabrica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b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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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Elongation and impact energy of carbon steel fabrica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ab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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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SEM images of the fracture surfaces after tensile test for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0.3wt%MMed TiC-Fe, (c) carbon steel with 0.3wt% MMed TiC-Fe +

0.3wt%Sn, (d) carbon steel with 0.3wt%Sn, (e) carbon steel with 0.6wt% MMed TiC-Fe +

0.3wt%Sn and (f) carbon steel with 0.6w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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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는표 3.5 조건으로제조된개량탄소강에대해측정된연신율과충격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충격에너지는 Charpy 테스트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연신율의 경우

0.3wt%MMed TiC-Fe는 15%로 순수탄소강(17%)에 비해 약 13%정도 감소하였다.

0.3wt%MMed TiC-Fe+0.3wt%Sn의 경우 9%정도의 연신율을 갖는데 이는 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47%의감소율을보였고, Sn만을첨가하였을경우는약 6.5%의연신율을보이는데이는순수

탄소강에 비해 약 61%의 감소율을 보였다.충격량은 0.3wt%MMed TiC-Fe를첨가한 주조재가

약 48J로순수탄소강(66J)에 비해 약 27% 감소한 수치이다. 0.3wt%MMed TiC-Fe+0.3wt%Sn을

첨가한 주조재와 Sn만을 첨가한 주조재의 경우 각각 12J, 10J로 이는 순수탄소강에 비해 82%,

85% 감소한 수치이다. 역시 모든 시편이 순수탄소강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errite에비해 낮은인성을보이는 pearlite의영향과 Sn이탄소강의취성을증가시켜순수탄소

강에비해낮은인성을보인것으로추측된다.

그림 3.25는표 3.6 조건으로제조된개량탄소강에대해측정된연신율과충격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errite 조직이증가하였음에도 Sn을첨가한 시편들은 모두순수탄소강

에비해낮은 연신율을보이고있다. 0.6wt%MMed TiC-Fe+0.6wt%Sn의경우 6.5%로순수탄소

강(21%)에비해약 70%의감소를보이며 Sn을첨가한주조재의경우 10%로순수탄소강에비해

약 5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충격에너지 역시 0.3wt%MMed TiC-Fe+0.3wt%Sn을첨가하였

을때와같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0.6wt%MMed TiC-Fe+0.6wt%Sn의경우 4J로이는

순수탄소강(77J)에 비해 약 95% 감소한값이다. Sn을첨가한 주조재는 6.5J로순수탄소강에 비

해 약 91%수준이다. 이는 Sn의 양이증가할수록 Sn과 Fe의 화합물의증가로 인한취성효과로

인해탄소강의인성이크게저해되는것을알수있다.

그림 3.26은표 3.5와 3.6에서계면활성금속으로 Sn이첨가된개량탄소강소재에대하

여 인장실험실시 후그파단면을관찰한 SEM 사진이다. (a)는주로 구형의딤플들을 나타내는

연성파괴가 주로 나타났다. (b)의 파단면은 가장 미세한 파단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TiC가

분산되면서파단면의딤플크기가눈에띄게미세해짐을확인할수있다. Sn이첨가된 (c)와 (d)

의경우국부적으로취성파괴의흔적이눈에띄는것을확인할수있다. Sn이 0.6wt%가첨가된

(e)와 (f)의 파단면은더욱강한취성파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위의 사진들은 Sn이첨가될

수록인성의저하되었음을눈으로확인시켜주는결과들이다.

Sn은위의분광분석결과로볼때분산에확실한효과를볼수있는계면활성금속임은분명하

며, 경도와강도또한크게증가하는경향을볼수있다. 하지만탄소강소재에대하여연신율및

충격에너지를감소시킴으로써결과적으로파괴인성을감소시키는역할을하게되는데이는구

조소재에서는큰단점이라고할수있다.그리하여탄소강의주요합금원소로쓰이면서계면활

성금속으로가능한두가지금속(Ni, Cr)들을선택하여새로운분말을제조하여용해주조실험

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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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크롬 첨가에 의한 효과 (MMed TiC-Fe + Cr)

본 절에서는 1차 MMed TiC-Fe 복합분말에 2차 계면활성금속으로 Cr을 첨가할

경우에 대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Cr의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최종 세라믹 강화

재 분말을 제조하였다. 먼저 주석과 동일한 방법인 3차원 혼합기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충분히 혼합을 하였으며, 이 때 단면은 그림 3.27과 같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체적

으로 Cr 분말과 MMed TiC-Fe 분말 간에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Sn의 경우에서처럼 Cr 내부에 TiC 분말이 관찰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혼합방법은 2차 밀링을 통한 혼합분말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4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최종 분말을 제조하였다. 즉 그림 3.28에서와 같이 200rpm의 밀링속도에

서 10분, 60분 조건 및 400rpm의 밀링속도에서 10분, 60분의 조건으로 MMed TiC-Fe 분

말과 Cr 분말을 2차 밀링을 진행함으로써 최적 분말을 선정하였다. 그림 3.28에서의 결과

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400rpm, 60분 조건으로 2차 밀링을 진행한 분말을 선택하여 주

조실험을 진행하고, 특성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분말의 종류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

하여 3차원 혼합기를 이용하여 제조한 분말은 (MMed TiC-Fe+Cr) Mix 라 명명하고, 2차

밀링을 진행한 분말은 (MMed TiC-Fe+Cr) MA라 명명하였다.

표 3.7은 MMed TiC-Fe 분말에 Cr분말을두가지방법으로혼합한분말을첨가한주조

재에대한분광분석결과이다. Cr분말을단순혼합한조건은 Ti가 0.03wt%가검출된반면 Cr분

말을 2차밀링한조건에서는 Ti가 0.05wt%가검출되었다. 또한 Cr의함량역시 2차밀링한조건

에서더많이검출이되었다. Cr 역시탄소강내에세라믹입자를분산시킬수있는계면활성금

속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혼합 방식에 따라그젖음성 양상상이달라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Cr은체심입방구조를 형성하며 강의 인성을증가시키고 기계적성질을 향상시키는 역할

을한다. 탄화물을미세화시키고 ferrite조직을강화시키며결정립을미세화시키기도한다. 또

한고온강도역시좋게하는성질을가지고있다.

그림 3.29는표 3.7의조건으로혼합분말을첨가하였을때의광학조직사진이다.순수탄

소강에비해 조직이치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b)의경우 ferrite 조직이증가한 것을 확인

할수있고 (c)에서는 TiC 함량의증가로 ferrite 조직이미세해졌음을확인할수있다. TiC의분

산과 Cr의조직미세화로인해 (b)와 (c)의조직이미세해지고치밀해졌다고판단이된다.

그림 3.30은 동일샘플에 대한 SEM사진과 EDS mapping을측정한 결과이다. (b)와 (c)

의 조직을 확인해 본 결과 조직이 미세해지고치밀해졌으며 pearlite가잘발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r이 탄화물 형성에 관여하면서 탄화물의 활발한생성으로 pearlite의 크기를

미세하고치밀하게만들어졌기때문으로판단된다. TiC나 Cr은분산은되었지만그양이작고

균일하지못하였다. 또한 분광분석결과와같이 (b)와 (c)의 Ti, Cr의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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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Cross-sectional SEM image of MMed TiC-Fe and Cr surfactant metal element

mixed powders by turbulent mixing machine for 24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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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Cross-sectional SEM image of 2nd milled powders of MMed TiC-Fe and Cr

surfactant metal element at various mill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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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Chemical composition of cast carbon steel with mixed and 2nd milled

powders of 0.5wt% MMed TiC-Fe and 0.5wt% Cr surfactant metal element.

 Additives C Si Mn Cr Ti

Pure 0.29 0.55 0.79 0.04 0.00

(MMed TiC-Fe(0.25-0.25)+Cr(0.5)) Mix 0.30 0.57 0.80 0.25 0.03

(MMed TiC-Fe(0.25-0.25)+Cr(0.5)) MA 0.30 0.57 0.75 0.4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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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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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0. SEM and EDS mapping imag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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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Brinell hardness of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and MA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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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yield strength of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and MA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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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Elongation and impact energy of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and

MA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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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34. SEM micrographs of the fracture surfaces after tensile test for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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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은 (MMed TiC-Fe+Cr) Mix 및 MA 분말을첨가한시편의경도값을그래프로

나타낸것이다. TiC가첨가된주조재에서경도값이 상승하는것을볼수 있다. TiC-Fe+Cr Mix

한 주조재(175HB)는 순수탄소강(163HB)에 비해 약 7% 상승하였고 TiC-Fe+Cr MA한 주조재

(184HB)는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11%의 상승을 보였다. 열처리 후의 경도 경향성은 비슷하였

다. TiC-Fe+Cr Mix한 주조재(159HB)는 순수탄소강(152HB)에 비해 약 4% 상승하였고

TiC-Fe+Cr MA한 주조재(166HB)는 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8%의 상승을 보였다. 이와 같이

TiC-Fe+Cr을첨가한주조재의경도값이증가한이유는 TiC의분산효과와조직의미세화, Cr의

경화능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MA를 한 조건이 경도값이 높게나왔는데이는

TiC와 Cr의 함량이달라 TiC의 분산강화와 Cr의 경화능을 MA한 조건이더욱효과를많이 본

것으로판단된다.

그림 3.32는 (MMed TiC-Fe+Cr) Mix 및 MA 분말을첨가한주조재의 인장강도와항복

강도를그래프로 나타낸것이다. 순수탄소강에 비해 TiC-Fe+Cr을첨가한 주조재의 강도가증

가하였다. 우선 인장강도를 보면 TiC-Fe+Cr Mix한 주조재(569MPa)는순수탄소강(507MPa)에

비해약 10%증가하였고, TiC-Fe+Cr MA한주조재(590MPa)는순수탄소강에비해약 14%의증

가를보였다. 항복강도역시 TiC-Fe+Cr Mix한주조재(368MPa)는순수탄소강(358MPa)에비해

약 3%의증가를보였고, TiC-Fe+Cr MA한주조재(374MPa)는순수탄소강에비해약 4%의증가

를 보였다.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TiC의 분산효과와 조직의 미세화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3.33은 (MMed TiC-Fe+Cr) Mix 및 MA 분말을첨가한주조재의 연신율과충격에

너지값을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우선연신율을보면 TiC-Fe+Cr Mix한주조재(13%)는순수

탄소강(20%)에비해 35% 감소하였고 TiC-Fe+Cr MA한주조재(12%)는순수탄소강에비해 40%

의 감소를 보였다.충격에너지는 TiC-Fe+Cr Mix한 주조재(30J)가순수탄소강(60J)에 비해 50%

감소하였고 TiC-Fe+Cr MA한주조재(28J)가순수탄소강에비해약 53%의감소를보였다. Cr을

첨가하였을 때의 연신율과충격에너지는 Sn을 첨가하였을 때보다 상승하였는데이는 Cr역시

강의인성을향상시키는성질을가지고있고 Sn과같은화합물을생성하지않아이로인해서인

성이보완된것으로생각된다.

그림 3.34는 (MMed TiC-Fe+Cr) Mix 및 MA 분말을첨가한 주조재의 인장 실험후 인

장파단면을촬영한 SEM 사진이다. (b)와 (c)의 사진을 보면순수탄소강에 비해딤플의 크기가

큰연성파괴가나타났고국부적으로취성파괴를확인할수있다.취성파괴만일어난 Sn과는다

르게연성파괴와취성파괴가혼합되어일어난점으로보아 Cr을첨가하였을때인성의감소량

이적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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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켈 첨가에 의한 효과 (MMed TiC-Fe + Ni)

본 절에서는 1차 MMed TiC-Fe 복합분말에 2차 계면활성금속으로 Ni을 첨가할

경우에 대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Ni의 경우에는 Cr과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최종 세라믹 강화재 분말을 제조하였다. 먼저 3차원 혼합기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충분

히 혼합을 하였으며, 이 때 단면은 그림 3.35와 같다. 그림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체적으로

Ni 분말과 MMed TiC-Fe 분말 간에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Cr의 경우에서처럼 Ni 내부에 TiC 분말이 관찰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

째 혼합방법은 2차 밀링을 통한 혼합분말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C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최종 분말을 제조하였다. 즉 그림 3.36에서와 같이

200rpm의 밀링속도에서 10분, 60분 조건 및 400rpm의 밀링속도에서 10분, 60분의 조건으

로 MMed TiC-Fe 분말과 Cr 분말을 2차 밀링을 진행함으로써 최적 분말을 선정하였다.

그림 3.36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400rpm, 60분 조건으로 2차 밀링을 진행한

분말을 선택하여 주조실험을 진행하고, 특성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분말의 종류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3차원 혼합기를 이용하여 제조한 분말은 (MMed TiC-Fe+Ni)

Mix라 명명하고, 2차 밀링을 진행한 분말은 (MMed TiC-Fe+Ni) MA라 명명하였다.

표 3.8은 MMed TiC-Fe 분말에 Ni 분말을두가지방법으로혼합한분말을첨가한주조

재에 대한 분광분석 결과이다. (MMed TiC-Fe+Ni) Mix 분말을 사용한 조건에서 Ti가

0.07wt%, (MMed TiC-Fe+Ni) Mix 분말을 사용한 조건에서 Ti가 0.09wt% 검출되었다. Ni

은 대표적인 합금화 원소로서 기계적 성질과 내침식성이 우수하고 고온에서 강도를 유지

하며 저온에서도 인성과 연성을 유지한다. 강의 austenite 영역을 확대하는 성질을 갖는

다. 체심 입방(FCC) 결정구조를 형성하여 인성과 연성향상, 취성 방지 등의 성질을 갖는

다. 대부분의 분위기에서 내침식성과 내산화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소량 첨가될 경우 주

조조직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림 3.37은 표 3.8의 조건으로 혼합분말을 첨가했을 때의 광학 관찰 사진이다. 24

시간동안 Mixing을 해준 (b)의 광학사진을 볼 때 (a)의 광학사진보다 치밀하고 미세해진

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 2차 밀링한 (c) 역시 (a)의 조직보다 미세해진 조직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8은동일샘플에대한조건별 SEM사진과 EDS mapping측정사진들이다. 조직

의경우특별하게눈에띄는차이점은없었다. 하지만여러사진을통합한결과 (b)와 (c)는조직

이약간치밀해짐과동시에 pearlite가다소증가했음을알수있었다. 모든혼합조건에서 TiC의

분산은 일어났지만완전히균일하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Sn처럼응집된 모습은찾아볼수

없었다. Ni을첨가할경우에도역시두가지혼합조건에서분산이되었음을관찰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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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Cross-sectional SEM image of MMed TiC-Fe and Ni surfactant metal element

mixed powders by turbulent mixing machine for 24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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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Cross-sectional SEM image of 2nd milled powders of MMed TiC-Fe and Ni

surfactant metal element at various mill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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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Chemical composition of cast carbon steel with mixed and 2nd milled

powders of 0.5wt% MMed TiC-Fe and 0.5wt% Ni surfactant metal element.

 Additives C Si Mn Ni Ti

Pure 0.25 0.63 1.04 0.02 0.00

(MMed TiC-Fe(0.25-0.25)+Ni(0.5)) Mix 0.27 0.62 1.04 0.30 0.07

(MMed TiC-Fe(0.25-0.25)+Ni(0.5)) MA 0.29 0.64 1.01 0.41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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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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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SEM and EDS mapping imag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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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Brinell hardness measured of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and MA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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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yield strength of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and MA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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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Elongation and impact energy measured of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and MA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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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는 (MMed TiC-Fe+Ni) Mix 및 MA 분말을 첨가한 시편의 경도 값을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열처리 전 경도를 보면 Mix 분말을 사용한 주조재의 경도는

205HB로 순수탄소강(164HB)에 비해 2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2차 밀링(MA) 분말을

사용한 주조재의 경도는 213HB로 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2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열

처리 후의 경도값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Mix 분말을 사용한 주조재의 경우

177HB로 순수탄소강(158HB)에 비해 약 10%의 증가를 보였고 2차 밀링(MA) 분말을 사용

한 주조재(181HB)의 경우 13%의 증가를 보였다. 열처리 전의 경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

는데 이는 열처리 후 조직의 안정화에 의한 것으로 MMed TiC-Fe+Ni Mix 조건보다

MMed TiC-Fe+Ni MA 조건에서 경도값이 높게 나왔다. 경도값의 증가는 TiC의 분산강화

와 조직의 미세화, 그리고 Ni의 기지 강화 역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40은 (MMed TiC-Fe+Ni) Mix 및 MA 분말을 첨가한 시편의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Mix 분말을 사용한 탄소강(577MPa)은 순수탄소강

(537MPa)에 비해 약 7%정도 증가하였다. 2차 밀링(MA) 분말을 사용한 탄소강(588MPa)

역시 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9%의 강도증가를 보였다. 항복강도 역시 인장강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Mix 분말을 사용한 탄소강(401MPa)은 순수탄소강(339MPa)에 비해

약 15%의 증가를 보였고 2차 밀링(MA) 분말을 사용한 탄소강(408MPa)은 순수탄소강에

비해서 약 17%의 증가를 보였다.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증가한 이유는 TiC의 분산으로

인해 grain size의 미세화와 그에 따른 분산강화 효과, 그리고 Ni의 자체특성인 조직의

미세화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2은 (MMed TiC-Fe+Ni) Mix 및 MA 분말을 첨가한 시편의 연신율과 충

격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Sn을 첨가했을 때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2차

밀링(MA) 분말을 사용한 탄소강(19%)은 순수탄소강(22%)에 비해 약 15%의 감소를 보였

다. MA를 한 탄소강(20%) 역시 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10%의 감소를 보였다. 충격값 역

시 Sn과는 다른 경향성을 보여줬다. Mix 분말을 사용한 탄소강(42J)은 순수탄소강(60J)에

비해 약 30%정도 감소하였다. 2차 밀링(MA) 분말을 사용한 탄소강(35J)은 순수탄소강에

비해 약 41%정도 감소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신율과 충격에너지 값은 감소하였지만 Sn

을 첨가한 탄소강에 비해서는 그 감소율이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i를 석었을 때

에 Sn을 섞었을 때 보다 양호한 값을 갖는 이유는 Sn은 분명 강한 취성을 갖고 있지만

Ni의 경우 austenite와 ferrite에 잘 고용되어 기지강화 효과를 갖고 저온에서 인성을 강화

시켜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156 -

Fig. 3.42. SEM micrographs of the fracture surfaces after tensile test for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powder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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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43. (a) TEM and (b) EDS spot images of cast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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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는동일샘플에대한인장파단면을 SEM으로촬영한사진들이다.순수탄소강

은 (a)처럼구형의딤플들이모여있는연성파괴를주로확인할 수있었다. Ni가첨가된시편들

역시 대부분 연성파괴를 보여주고 있는데 (b)의경우그크기가 매우 미세해졌음을알수 있다.

(c)역시순수탄소강에비해딤플의크기가작아진부분을볼수있었다.그림 3.39에서확인한것

처럼탄소강의 인성이 Sn을넣었을 때 보다훨씬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있다. Ni을첨가하였

던주조재 중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조건인 MMed TiC-Fe+Ni MA 분말을첨가한 시편에

대해서 TEM 분석을하였다.

그림 3.43은 MMed TiC-Fe+Ni MA 분말을첨가한시편에대해서 TEM 분석결과이다.

그림 (a)에서보여지듯이 200~500nm 크기의 grain들을관찰할수가있다. 보통의 pipeline steel

의 Grain의크기가수㎛임을비교할때 grain이상당히미세해짐을알수있다. 또한입내와입

계에서 Ti 입자를발견할수있었다. 이는 TiC로부터검출된 Ti로판단되며, TiC 입자가핵사이

트역할을함과동시에결함의진행을방해하는역할까지할수있음을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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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량주조 탄소강 특성 평가 - 계면활성 금속에 따른 감육저항 특성

본 절에서는 첨가되는 계면활성 금속에 따른 감육저항 특성을 평가하였다. 전체

적인 감육저항은 내마모 특성평가, 케비테이션 침식 특성 평가, 고온 오토클레이브 FAC

특성평가의 3가지 실험을 진행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첨가되었을 때 주조

재의 인성을 감소시키는 Sn이 첨가된 경우에는 감육저항 특성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Cr

과 Ni이 첨가된 탄소강 소재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실험 방법 및

특성평가 결과를 고찰하였다.

가) 내마모특성평가

원자력 발전소 2차측 냉각계통 탄소강 주급수 배관의 경우 냉각재 유속이 대략

3-7.6m/s로써 매우 빠른 편이다. 이렇게 빠른 유속이 존재할 경우 탄소강 배관의 감육은

더욱 촉진되며, 이로부터 소재에 대한 감육 특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마

모 특성 평가가 필수적이다.[8] 마모실험은 ASTM132에 근거하여 그림 3.44에 나타낸 것

과 같이 ball on disk type의 내마모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미끄러짐 마모(sliding wear)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시험조건은 인가하중이 10N, 미끄러짐 속도가 10cm/sec, 총 미

끄러짐 거리는 10km이며, 마모시험에 이용된 ball은 6mm 직경의 스테인리스강 볼이었고,

마모저항성 평가를 위해 미끄러짐 거리에 따른 무게감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3.45는 (MMed TiC-Fe+Cr) Mix 및 MA 분말을 첨가한 시편에 대한 ball on

disk 형태의 내마모실험 결과를 미끄러짐 거리에 따른 무게감량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

래프에서 무게감량율(mg/km)은 미끄러짐 거리에 따른 무게감량의 기울기로 측정되었으

며, 그 값은 pure인 경우 0.938, (MMed TiC-Fe+Cr) Mix 분말을 투입한 경우 0.893,

(MMed TiC-Fe+Cr) MA 분말을 투입한 경우 0.451로 측정되었다. Cr 첨가의 경우 특히 2

차 밀링을 진행할 경우 무게감량이 훨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화재가 첨가

된 탄소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볼을 이용하여 미끄러짐 마모를 진행할 경우 grain size

가 미세하기 때문에 마모 시 볼에 미치는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에 무게감량율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찰 현상에 대한 응착이론 (adhesion theory)에 따르면 마찰저항

성은 소재의 경도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화재를 첨가할 경우 마찰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은 그림 3.31 결과와 같이 개량 탄소강의 브리넬 경도 값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3.46은 (MMed TiC-Fe+Ni) Mix 및 MA 분말을 첨가한 시편에 대한 내마모

실험 결과이다. 그래프에서 무게감량율은 pure인 경우 1.23, (MMed TiC-Fe+Ni) Mix 분말

을 투입한 경우 1.09, (MMed TiC-Fe+Ni) MA 분말을 투입한 경우 1.27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MMed TiC-Fe+Cr)이 첨가되었을 경우 마모저항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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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44. (a) Schematic diagram of ball on disk type according to ASTM132 test

method and (b) real wear tes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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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Changes in the weight loss against sliding distance during ball on disk wear

test on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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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Changes in the weight loss against sliding distance during ball on disk wear

test on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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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케비테이션침식특성평가

2차 냉각계통 탄소강 배관의 경우 냉각수가 고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액체 내에서

국부적인 압력변화에 의한 기포들의 성장과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를 케비테이션으로 정

의한다. 기포들의 발생은 냉각수 배관의 엘보우나 T형 배관 등의 곡관부에서 압축력과

팽창력이 반복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주로 팽창주기 때에 형성된다.[1-7] 형성된 기포들

은 다음의 압축주기 때에 고압으로 압축되는데 초기에는 압축력이 액체의 표면장력보다

작아서 기포는 소멸되지 않으나, 이후 팽창주기 때 기포의 입경이 커지고 이러한 압축 및

팽창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점점 입경이 커지게 되면, 압축력이 액체의 표면장력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때 기포는 단번에 수축 폭발하면서 재료에 강한 충격파를 주게 된다.

초당 약 수천에서 수만개의 많은 기포들이 붕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 표

면의 거칠기가 심해지며 손상에 의해 거칠어진 표면은 새로운 기포의 형성을 보다 쉽게

하여 결국 케비테이션 침식을 가속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3.47과 같이 주로 대기압

이하의 팽창주기 때에 형성된다. 형성된 기포들은 다음의 압축주기 때에 고압으로 압축되

는데 초기에는 압축력이 액체의 표면장력보다 작아서 기포는 소멸되지 않으나, 이후 팽창

주기 때 기포의 입경이 커지고 이러한 압축 및 팽창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점점 입

경이 커지게 되면, 압축력이 액체의 표면장력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때 기포는 단번에 수

축 폭발하면서 재료에 강한 충격파를 주게 된다. 결국 이들 기포의 충격이 계속적으로 반

복되면서 급격한 재료 손실과 부품의 파손을 초래하므로 케비테이션 침식에 의한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표면 손상과 케비테이션 침식 시간과의 상관성을 해석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2차 냉각계통 소재의 경우 탄소강으로써 스테인리스

강 등과 비교했을 때 표면의 산화피막의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케비테이션 침식

에 의해 손상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케비테이션 침식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소재의 케비테이션 침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케비테이션 발생 및 충격 강

도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케비테이션 발

생시 충격파의 세기 및 빈도수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케

비테이션 침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사용하였다. 케비테이션 진동 시 측정

되는 신호는 기포 붕괴 시 재료에 전달되는 충격파에 의한 충격펄스이다. 따라서 충격파

에 의해 재료표면에 가해지는 충격펄스(Vout)를 정확히 측정해야 충격하중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48은 충격펄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케비테이션

발생 장치와 압전(piezoelectric) 센서의 구조를 보여준다. 압전 세라믹은 PZT (PbTiO3․

PbZrO3)로서 직경 6.35㎜, 두께 0.41㎜이었고, 압전센서의 공명주파수는 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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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Schematics of cavitation bubble growth and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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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a) A schematic view of vibratory cavitation test device and impact pulse

detector using a piezoelectric PZT(PbTiO3․PbZrO3) sensor (b) photos of cavitation test

used.



- 166 -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편과 서로 밀착된 부분의 정합층(matching layer)은 기

포충격으로부터 받은 펄스신호의 변화가 심할 경우 다시 펄스신호가 시편으로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텅스텐 에폭시로 이루어진 흡수층(backing layer)은 압전 세라믹으로부터

받은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시편으로부터 받은 충격펄스를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압전센서에 의해 측정된 충격펄스를 충격하중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충격

펄스와 충격하중간의 보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구의 위치에너지 변화

를 이용하여 각 시편에서의 충격하중과 충격펄스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강구 낙하시

험을 실시하였다. 강구(1.3×10-4㎏, 직경 3㎜)는 각각 50, 80, 110, 140, 170㎜의 위치에서

낙하되었다. 강구가 낙하한 후 충격펄스신호는 압전센서를 통하여 디지털 저장 오실로스

코프에 기록되었고 PC를 통하여 해석되었다. 케비테이션 기포붕괴 시 신호처리와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블록선도를 그림 3.4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케비테이션 충격하

중측정 장치의 회로는 high pass filter, 피크홀더, A/D 변환기와 대 기억용량의 PC로서

케비테이션 기포붕괴 시 충격펄스를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설계하였다. 기포붕괴 시 충격

펄스 검출시편은 길이 21㎜, 직경이 3㎜인 봉의 형태로서 압전센서의 홀더에 센서표면과

정밀하게 밀착시켜 고정하였다. 시험편의 노출면적을 작게 설계한 이유는 국부적인 충격

펄스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동일한 하중을 가진 수많은 기포들이 시편 표면에 동

시에 붕괴될 때 측정되지 못하는 기포의 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케비테이션 기포 붕괴 시 재료에 전달되는 충격하중을 정량화하기 위한 개략적

원리를 그림 3.50에 나타내었다. 우선 케비테이션 기포 붕괴 시 재료에 전달되는 충격 펄

스를 압전센서를 이용한 충격하중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케비테이션

충격펄스는 강구 낙하시험을 통해 얻어진 위치에너지에 따른 강구의 충격 펄스의 크기와

비교 보정함으로써 충격 하중(F)으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보정 작업을 통해 진폭별, 재료

별 충격펄스(Vout)-충격하중(F)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였다. 얻어진 Vout-F 관계로부터 케

비테이션 충격 시 재료가 경험하는 충격 펄스를 충격하중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

그림 3.51은 500㎲ 동안 20㎑의 초음파 발진에 의해 얻어진 케비테이션 충격 펄스

를 오실로스코프로 얻은 출력신호이다. 화살표로 지시된 50㎲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타나

는 출력신호는 20㎑의 진동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호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체역학적 압

력의 신호파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high pass filter 처

리를 하였고, 그 결과가 그림 3.51(b)에 나타난다. 그림 3.51(b)의 신호는 peak hold wave

처리를 함으로써 일정 전압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 전압 레벨에서의 count를 구하였고, 처

리된 신호의 결과는 그림 3.51(c)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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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A block diagram showing the data acquisition system of cavitation pul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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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a) Measurement of impact load of cavitation bubble by steel ball drop test

(b) an example of output signal produced by the ball dr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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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a) The original waves by the cavitation bubble collapses generated by

ultrasonic vibration of 20kHz, (b) the waves after the high pass filter treatment and (c)

the peak hold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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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홀드 회로의 sampling 휴지시간은 진동 혼의 공명주파수가 20㎑이기 때문

에 100㎲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공명주파수가 20㎑인 진동 혼은 A/D 변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5～50㎲이므로 피크홀드 시 최대 피크를 놓치거나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ampling 휴지시간을 100㎲으로 설정하여

충격하중의 최대값들은 피크홀드 파를 A/D 변환한 후에 PC를 통하여 해석하였다. 일정

시간동안 케비테이션 진동시험을 한 후 재료가 받은 수많은 기포들에 의한 충격하중 및

기포의 수는 압력측정기기의 high pass 필터를 통해 A/D 변환이 된다. A/D 변환 후의

피크홀드된 충격압력(pulse height) 및 기포의 수는 최대 10(V)까지 측정되는데, 이때

peak hold wave는 0～25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처리하여 1 unit당 펄스 크기는 0.04V가

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펄스 크기는 그림 3.50(b)의 강볼 낙하시험에 의해 얻어진 충격하

중값과의 관계를 통해 케비테이션 진동 시 재료가 받은 충격하중이 결정된다. 이러한 방

법으로 케비테이션 진동 시 각각의 재료가 받은 충격하중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3.52는 (MMed TiC-Fe+Cr) Mix 및 MA 분말을 첨가한 탄소강 주조재에 대하여

cavitation 실험을 진행한 후 대한 무게 손실량 케비테이션 시간에 따라 측정한 그래프이다.

MMed TiC-Fe+Cr 분말을첨가한주조재의경우혼합방법에관계없이순수탄소강의무게손실

량에비해감소한것을알수있다. (MMed TiC-Fe+Cr) Mix 분말을첨가한탄소강(33.6mg)은순

수탄소강(40.5mg)에비해약 17%의감소를보였고 2차밀링한 (MMed TiC-Fe+Cr) MA 분말을

첨가한 탄소강(33.5mg) 역시 약 17%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순수탄소강에 비해케비테이션에

대한내침식성이우수해졌음을나타내는결과이다. MMed TiC-Fe+Cr 분말을첨가한주조재의

내침식성이 좋아진 이유는 TiC의 분산으로 인한 강화효과와 소량의 Cr 첨가로 인한 내침식성

향상에의한것으로판단이된다. 이론적인계산식을이용하여케비테이션침식이발생할경우

손상깊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MDP (Mean depth of penetration)로 표현하며 다음과같은

식을이용하여계산이가능하다.


∆

이때 m은 무게손실량이고 ρ은 재료의밀도로위계산식을 통하여 MDP를 구하였으며,그결

과를그림 3.53에나타내었다. MDP는무게손실량과같은그래프형태를나타내는데이는계산

식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로 실측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손실량을 통하여 대

략적인침식깊이를알수있다.그림 3.53에서보는바와같이순수탄소강의 MDP가가장깊은

것을확인할수있고 MMed TiC-Fe+Cr분말을첨가한주조재의 MDP는순수탄소강에비해줄

어들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계산식에의한데이터이기때문에그림 3.52와똑같은경향을

갖는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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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 Changes in the weight loss against time during cavitation test on the

samples of pure carbon steel,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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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a) Changes in MDP against time during cavitation test on the samples of

pure carbon steel,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and (b) summary of incubation time and M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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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 Surface morphology with time during cavitation test on the samples of pure

carbon steel,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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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ation 시간에 따른침식거동은 전형적으로 재료손실이거의 없는잠복기와 재료

손실이 공식시간에 따라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발생하는 정상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Incubation time의 경우 잠복기 구간과 정상상태의 구간을 선형화한 후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결정하였고, MDPR은 정상상태 구간의 선형성으로부터 결정하였다. Incubation time의 경우

침식이급격히시작되는시간을나타내기때문에그시간이길면길수록침식에대한저항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MDPR의 경우 단위시간당 평균침투깊이를 나타내기 때문에작으

면작을수록침식에대한저항성이좋다고할수있다. Incubation time과 MDPR은그림 3.53(b)

에정리하였다. (MMed TiC-Fe+Cr) Mix 조건의경우 incubation time이 347분으로순수탄소강

(300분)에비해약 12%늘어났으며 (MMed TiC-Fe+Cr) MA 조건의경우 425분으로 28%의증가

를 보였다. (MMed TiC-Fe+Cr) 분말을첨가하였을 때순수탄소강보다 incubation time이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DPR의 경우에도 (MMed TiC-Fe+Cr) Mix 조건은 약 0.055㎛,

(MMed TiC-Fe+Cr) MA 조건은 0.053㎛로순수탄소강에비해줄어들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이

와같은 결과 역시 (MMed TiC-Fe+Cr) 분말을첨가함으로써 TiC의 분산과 Cr, 그리고 조직의

미세화에의해탄소강의경도와강도가증가한것에기인한다.

이상과같은케비테이션침식거동을 관찰하기위하여 cavitation 실험도중 시편의 표

면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3.54는케비테이션침식실험 6시간 후와 30시간 후의

표면을 관찰한 SEM 사진이다.순수탄소강은 6시간 경과 후 초기 표면 상태를찾아볼수 없을

정도로많은 침식손상을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MMed TiC-Fe+Cr) 분말이첨가된

탄소강들의 경우 초기 표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침식손상을작게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시간 후의 SEM사진을 보면순수탄소강은 침식손상을 매우많이받아서 크고깊은

크레이터들이많이눈에띄는반면 (MMed TiC-Fe+Cr) 분말이첨가된탄소강의경우순수탄소

강에비해침식손상정도가작고크레이터의크기나깊이역시순수탄소강에비해작은것을확

인할 수 있었다. (MMed TiC-Fe+Cr) Mix 한 분말과 (MMed TiC-Fe+Cr) MA 분말 조건사이에

큰차이는없는것으로보인다.

그림 3.55는 (MMed TiC-Fe+Ni) Mix 및 MA 분말을 첨가한 탄소강 주조재에 대하여

cavitation 실험을 진행한 후 대한 무게손실량을케비테이션시간에 따라측정한그래프이다.

결과를 보면 세라믹 입자를 분산시킨시편들과순수탄소강의 무게손실량 차이를 확연히느낄

수있다. (MMed TiC-Fe+Ni) Mix 분말을첨가한탄소강(28.7mg)은순수탄소강(39.6mg)에비해

약 27%의 감소를 보였고 (MMed TiC-Fe+Ni) MA 분말을첨가한 탄소강(28.9mg) 역시 약 27%

의감소를보였다.

그림 3.56은평균침투깊이(MDP)를나타낸그래프와 incubation time 및 MDPR을정

리한그림이다. 이그래프는계산공식에의한계산값으로실측값과는차이가있지만대략적인

침식손상정도를확인할수있다. 결과를보면약 15%의침식손상감소를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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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Changes in the weight loss against time during cavitation test on the

samples of pure carbon steel,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powder and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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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a) Changes in MDP against time during cavitation test on the samples of

pure carbon steel,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powder and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 and (b) summary of incubation time and M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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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Surface morphology with time during cavitation test on the samples of pure

carbon steel,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powder and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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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b)의측정치에서 보면순수탄소강에 비해서 MMed TiC-Fe+Ni를첨가한 주

조재의잠복기와 MDPR이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무게손실량과 MDP, incubation time,

MDPR등을 따져볼때 내침식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순수탄소강에 비

해 MDPR은 0.03㎛/min정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Incubation time의 경우 Ni를 첨가한 두

조건 모두 순수탄소강에 비해 길었다. MDPR 역시 순수탄소강에 비해 작아졌고 위의 결

과들로 봤을 때 순수탄소강에 비해 Ni를 첨가한 두 조건 모두 내침식성이 좋아졌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3.57은 cavitation 실험 6시간 후와 30시간 후의 표면을관찰한 SEM 사진이다. 순

수탄소강의 경우 표면 상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미 침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라믹 분말을 첨가한 다른 시편들은 6시간이 경과된 후 순수탄소강

보다 침식손상이 적음을 알 수 있고 특히 (MMed TiC-Fe+Ni) Mix 분말을 첨가한 경우

침식손상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시간이 지난 후에도순수탄소강에 비해 세

라믹 분말을첨가한 탄소강들의 침식손상을눈으로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또

한순수탄소강의경우커다란크레이터들을볼수있는데세라믹분말을첨가한탄소강들은상

대적으로작은크레이터들이많이보이고침식손상도작다. 이는 TiC와 Ni의첨가로조직이미

세해지고 TiC의분산강화와 Ni의기지강화특성에의하여강도증가에따른내침식성의향상을

보여주는결과이다.

다) 고온오토클레이브 FAC 특성 평가

2차 냉각 계통 탄소강 배관의 감육손상의 주요 원인은 유속가속부식 (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으로알려져있다. FAC에 의한 감육은 초기 single phase fluid 가흐르는 부분

의 배관은 관심대상이 아니었으며, 증기발생기와 주급수 배관이 만나는 부분에서 two-phase

fluid즉수증기와 물이 동시에 공존하게되는데이 부분에서 주로 FAC에 의한 감육이 발생한

다. FAC의주요발생메카니즘은그림 3.58의그림으로설명할수있다. 기본적은탄소강에서는

표면에주로 Fe3O4 산화피막(magnetite)이형성되며이것이외부 attack이없을경우 protective

layer를 형성함으로써 소재를 보호하게된다.그러나빠른유속의액체 등에 의한 외부압력이

가해지게되면부분적으로산화피막이깨어지게되면서산화피막아래탄소강의 base metal 표

면이노출되게되면이러한노출된표면에서다시부식이발생되어 Fe3O4 산화피막이형성되게

된다. 이러한현상이계속반복되면서배관의두께가감소하는감육현상이가속화되게되는것

이다. 이러한 FAC에의한감육에영향을미치는인자는배관의형태,즉엘보우, T 자관등급격

한곡관부가 있을 경우 유체의 local velocity가증가함으로써 FAC 현상이 심화되며, 형태적으

로 불연속적인곳에서도 turbulence가 발생하여 FAC가증가한다. 또한 유속이증가할 경우에

FAC가증가하며, 기타 pH level, 용존산소농도, 불순물농도, 배관재질등에 의해 FAC 현상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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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8. Theoretical mechanism of 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process of carbon

steel in secondary cooling pi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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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59. Photos of (a) FAC test holder and (b) autoclave system for FAC test under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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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는오토클레이브에서 FAC 실험을하기위한실험장치를나타내고있다.그림

3.59(a)는 FAC 실험용시편의 장착모습을 나타낸사진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같이 또한실

험중에갈바닉부식을 방지하기위하여 시편간에 지르코늄합금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설치하였으며, 한 방향에 5개씩총 20개의시편을 장착하여 여러 가지 조건에서 주조된탄소강

소재를 동시에 실험하도록설계하였다. 그림 3.59(b)는오토클레이브에 FAC 시편을 장착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그림에서 보다시피,오토클레이브의뚜껑하부에 FAC 시편을 장착하

고중심부의회전체인마그네드라이브에연결된임펠러를회전속도를조절함으로써유속을변

경할수있도록하였다.

2차냉각계통냉각수중주급수에서의온도는대략 160도에서 238도의범위에있으며,

원전의가동시점이나중단시점에서는최저 38도에서 260도범위에서냉각수가유동된다. 일반

적으로 보고된 FAC 연구 결과들을살펴보면 FAC 실험의 경우 130도~150도 사이에서 FAC가

가장 활발하게일어난다고알려져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FAC가 가속화될수 있는온도

인 140도에서실험을실시하였다. 또한용액을한번장입한후교체하지않는 once-through 방

식을통해 FAC 실험을진행함으로써 FAC가더욱가속화되는것을조장하였고, 실험용액으로

는일반 DI water 를사용하였다. 냉각수의유속을구현하기위하여시편홀더의중앙부에임펠

러를장착하여회전하였는데,회전속도는 1500rpm의고속에서실험을진행하여대략냉각수의

유속인 7-8m/s의 속도와 유사하게실시하였다. 실험기간은두달정도 소요되었으며, 실험중

간에 4차례시편에대한무게감량을측정하였고, 실험종료후각각의조건에대한시편들에대

하여광학현미경및 SEM 사진을관찰하였다.

그림 3.60은 MMed TiC-Fe+Cr 분말이첨가된 탄소강 소재에 대하여 FAC 실험을 진행

한 결과를 시간에 따른무게감량으로 나타낸그림이다. MMed TiC-Fe+Cr 분말을첨가한 주조

재의무게손실량이혼합방법에관계없이순수탄소강의무게손실량에비해감소한것을알수

있었다. 즉 (MMed TiC-Fe+Cr) Mix 의 경우에는 12%, (MMed TiC-Fe+Cr) MA 의 경우에는

24%가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MMed TiC-Fe+Cr) MA 분말을첨가한 경우 훨씬무게감량이

감소한 것을알수 있었다. 이는순수 탄소강에 비해서 FAC 저항성이 우수해졌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MMed TiC-Fe+Cr 분말을첨가한 주조재의 FAC 저항성이 향상된 이유는 미세 TiC

입자의분산에의한강화효과와더불어소량첨가된 Cr에의해더욱치밀한산화피막을형성하

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 무게 감량 효과는 시편의 표면 상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1과 3.62는

FAC를 완료한 MMed TiC-Fe+Cr 분말이첨가된 탄소강 소재의 표면 상태를 나타내주는 사진

이다. 광학현미경에서이러한차이점을더욱잘관찰할 수있는데,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순

수탄소강의경우표면에서 FAC에의한침식으로인해침식손상이더욱많이일어나는것을확

인할수있고, 또한그음영차이도커서침식손상깊이역시증가하는것을관찰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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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0. Changes in the weight loss against time during FAC test on the samples of

pure carbon steel,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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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 Optical microstructure image of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after FAC test in the autoc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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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 SEM image of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ix powder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after FAC

test in the autoc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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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 Changes in the weight loss against time during FAC test on the samples of

pure carbon steel,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powder and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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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 Optical microstructure image of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powder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 after FAC test in the autoc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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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 SEM image of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ix powder and (c)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 after FAC

test in the autoc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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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은 MMed TiC-Fe+Ni 분말이첨가된 탄소강소재에대하여 FAC 실험을 진행

한 결과를 시간에 따른무게감량으로 나타낸그림이다. MMed TiC-Fe+Ni 분말을첨가한 주조

재의무게손실량이혼합방법에관계없이순수탄소강의무게손실량에비해감소한것을알수

있었다. (MMed TiC-Fe+Ni) Mix 의경우에는 15%, (MMed TiC-Fe+Ni) MA 의경우에는 17%가

각각감소하였다. 이는순수탄소강에비해서 FAC 저항성이우수해졌음을나타내는결과이다.

MMed TiC-Fe+Cr 분말을첨가한주조재의 FAC 저항성이향상된이유는미세 TiC 입자의분산

에 의한 강화효과와더불어 소량첨가된 Ni에 의해더욱치밀한 산화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 무게 감량 효과는 시편의 표면 상태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4와 3.65는

FAC를 완료한 MMed TiC-Fe+Cr 분말이첨가된 탄소강 소재의 표면 상태를 나타내주는 사진

이다. 광학현미경에서이러한차이점을더욱잘관찰할 수있는데,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순

수탄소강의경우시편의전체적인표면에서 FAC에의한침식으로인해침식손상이더욱많이

일어나는것을확인할수있고, 또한그음영차이도커서침식손상깊이역시증가하는것을관

찰할수있었다. 이와달리 (MMed TiC-Fe+Ni) MA를첨가한소재의경우에는표면에서의침식

손상이오랜시간에불구하고그다지크지않을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상 3가지 실험, 즉내마모 실험, 케비테이션침식 실험, FAC 실험등을 통하여 미세

세라믹입자가분산된개량탄소강소재에대하여감육저항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였다.그결

과순수탄소강과 비교하여 (MMed TiC-Fe+Cr/Ni)두종류의 분말을 투입한 경우 모두감육저

항성이향상되는 것을확인할 수있었으며, 특히 각각의 조건에서 3차원혼합기로 단순혼합한

Mix 분말보다는 2차밀링을진행한 MA 분말이감육저항성향상에더욱효과적인것을확인할

수있었다. 향후에는실제배관형태로제조하여냉각수가루프형태로순환되는장치를셋업하

여실험을할경우보다정확한감육저항성특성을평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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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량주조 탄소강 특성 평가 - 파괴저항성 LBB 특성 평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전 2차 냉각계통 탄소강 배관의 경우 고온에서 유속이

매우 빠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속가속부식현상이 많이 나타나며 이는 탄소강

배관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감육현상으로 이어져 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파열 또는 누

설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배관 감육에 의한 파단 사고는 단계적인 파손이 아닌 일

시적인 파손 즉, 예측하지 못하는 파단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배관의 설계 시 파단 이전에 crack 발생 및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파단

전누설 (leak before break, LBB) 개념[9-11]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배관설계에 LBB 개념을 적용하면 배관파단으로 인한 동적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도 되므로 각종 구조물의 설계가 단순해지고, 배관파단에 대비해 설치되었던 여러 가지

지지구조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LBB 특성 평가 실험을 위하여 기계적 특성 및 감육저항성이 가장

우수한 (MMed TiC-Fe+Cr/Ni) MA 두 종류의 분말을 첨가한 탄소강 소재를 선택하여

J-R test를 진행하였다. J-R test를 위해 그림 3.66과 같이 1T-CT 표준시편을 제조하여

pre-crack을 생성시킨 후에 상온에서 1mm/min 하중속도의 단일시험편, unloading

compliance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상세한 시험절차는 ASTM E 1820을 따랐다. 그림 3.67

과 그림 3.68은 상온에서 순수탄소강과 각각 (MMed TiC-Fe+Cr) MA 분말과 (MMed

TiC-Fe+Ni) MA 분말을 첨가한 탄소강에 대한 J-R 파괴저항곡선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탄소강의 경우 J-R 시험 시 unstable crack growth 형태로 crack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Med TiC-Fe+Cr) MA 분말을 첨가한 탄소강의 경우에는 시

험 시 시편이 단시간에 파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편의 경우에는 재료의

파괴저항성을 나타내는 JIC 값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ASTM 규정

에 따르면 파단시의 J-integral을 취하여 파단시 파괴저항성(JU) 값을 비교할 수 있다. 그

경우에 값들을 확인해보면, 순수탄소강의 경우 315.56kJ/m2 이며, (MMed TiC-Fe+Cr)

MA 이 첨가된 탄소강의 경우 52.92kJ/m2, (MMed TiC-Fe+Ni) MA 분말을 첨가한 탄소

강의 경우에는 332.22kJ/m2 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파단 시의 파괴저항성 값만을 비

교해 볼 경우 (MMed TiC-Fe+Ni) MA 분말을 첨가할 경우 파괴저항성이 소폭 증가한다

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LBB 적용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재 상태의 소재에 대한 개량이 더욱 진행되어 파괴인성이 좀더 증가시킴으로써 LBB 적용

이 가능한 소재에 대하여 J-R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190 -

(a) (b)

(c)

Fig. 3.66. J-R test procedure; (a) 1T CT specimen, (b) micrograph of pre cracked

specimen and (c) unloading compliance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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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7. J-R curves taken from the tests for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and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Cr) MA powder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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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 J-R curves taken from the tests for the samples of (a) pure carbon steel and (b)

carbon steel with (MMed TiC-Fe+Ni) MA powder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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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 용융 탄소강 내 입자분산개량 주조를 lab-scale 및 plant-scale에서 진행하여 최종

적으로 200nm급의 미세한 TiC 분말을 탄소강 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개

량주조 공정기술을 확립하였음.

- 미세 세라믹 분말의 용탕 내로의 분산을 위하여 2단계로 강화재 분말을 제조하

였음. 1단계는 조대한 세라믹 입자의 미세화와 세라믹 표면의 금속코팅을 동시에

구현하는 고에너지 기계적 표면활성화 기술을 이용하여 1차 MMed TiC-Fe 복합분

말을 제조하여 최소한의 젖음성을 확보하였음. 이 분말을 이용할 경우 강화재 분

말 투입 대비 4% 정도의 장입을 보임으로써 젖음성이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즉, 1차 복합분말의 용탕 내로의 젖음성 및 분산안정성을 더

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2단계로 Sn, Cr, Ni 의 3가지 종류의 계면활성금속을 혼합

하여 최종 강화재 분말을 제조하였음 . 2단계 분말 혼합 방법 중 Sn은 분말의 연한

특성으로 인해 단순혼합 만을 실시한 반면에, Cr과 Ni의 경우에는 2차로 기계적

밀링을 적용함으로써 1차 복합분말과의 융화성을 더욱 향상시켰음.

- 계면활성금속 중 Sn을 첨가한 경우, 즉 (MMed TiC-Fe + Sn) Mix 분말을 사용

한 경우 분광분석 결과 0.04wt%의 Ti가 검출되었으며, Sn의 함량에 따라 투입분말

대비 최대 40% 정도의 장입수율을 확보하였음. 이 경우 주조 조직의 미세화를 관찰하

였으며, 경도, 인장강도, 항복강도 등은 10~17% 정도 상승하였으나, 연신율과 충격에

너지는 오히려 최대 70~80%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Sn에 의해 brittle

phase가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계면활성금속 중 Cr을 첨가한 경우, 즉 (MMed TiC-Fe + Cr) Mix & MA 분말을

사용한 경우 Mix 분말에서는 Ti가 0.03wt%, MA 분말에서는 0.05wt%가 검출되어 투

입분말 대비 최대 20% 정도의 장입수율을 확보하였고, 상기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조

직의 미세화와 치밀화를 관찰할 수 있었음. (MMed TiC-Fe + Cr) MA을 사용할 경

우 전체적으로 기계적 특성이 좀더 향상되었다 . 대체적으로 경도, 인장강도, 항복

강도 등은 향상되었으나 연신율과 충격에너지는 일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음.

- 계면활성금속 중 Ni을 첨가한 경우, 즉 (MMed TiC-Fe + Ni) Mix & MA 분말을

사용한 경우 Mix 분말에서는 Ti가 0.07wt%, MA 분말에서는 0.09wt%가 검출되어 투

입분말 대비 최대 36% 정도의 장입수율을 확보하였고, 상기 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조

직의 미세화와 치밀화를 관찰할 수 있었음. Cr 분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Med

TiC-Fe + Cr) MA을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계적 특성이 좀더 향상되었다. 대

체적으로 경도, 인장강도, 항복강도 등은 향상되었으나 연신율과 충격에너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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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음.

- MMed TiC-Fe 복합분말과 Cr과 Ni이 첨가된 혼합분말을 이용하여 주조한 개량 탄

소강 소재에 대하여 내마모 실험, 케비테이션 침식 실험, FAC 실험 등을 통하여 감육저항

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그 결과순수탄소강과 비교하여 (MMed TiC-Fe+Cr/Ni)두종

류의 분말을 투입한 경우 모두감육저항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각각

의조건에서 3차원혼합기로단순혼합한 Mix 분말보다는 2차밀링을진행한 MA 분말이감

육저항성향상에더욱효과적인것을확인하였음.

- 기계적 특성 및 감육저항성이 가장 우수한 (MMed TiC-Fe +Cr/Ni) MA 두 종류

의 분말을 첨가한 탄소강 소재에 대하여 J-R 테스트를 진행 LBB 특성 평가를 진행하

였음. 탄소강의 경우 J-R 시험 시 unstable crack growth 형태로 crack이 전파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MMed TiC-Fe+Cr) MA 분말을 첨가한 탄소강의 경우에는 시

험 시 시편이 단시간에 파괴되는 것을 관찰하였음. 따라서 JIC 값을 결정하지 못하고

파단시의 J-integral을 구하였는데, 그 값이 각각 순수탄소강의 경우 315.56kJ/m2,,

(MMed TiC-Fe+Cr) MA 이 첨가된 경우 52.92kJ/m2, (MMed TiC-Fe+Ni) MA 분말이

첨가된 경우에는 332.22kJ/m2 으로 측정되어, 이 값만을 비교해 볼 때 (MMed

TiC-Fe+Ni) MA 분말을 첨가할 경우 파괴저항성이 소폭 증가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러한 결과만으로는 LBB 적용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MMed TiC-Fe 복합분말과 계면활성금속을 이용하여 분산

주조를 진행할 경우 미세세라믹 TiC 입자가 기지 내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계면활성금속으로 Sn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성의 감소가 큰 폭으로 발

생하여 소재 개량이 불가능하지만 Cr과 Ni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성은 소폭으로

감소하지만, 기계적 특성 및 감육저항성은 20% 정도까지 향상이 가능하므로 추가

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 개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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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논문 발표

1) 세라믹강화제 첨가에 따른 주조 304스테인리스강의 인장 및 마모특성 변화에 대한 연

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7추계 학술대회.

2) 고체입자충격에 의한 분산강화 스테인리스강의 침식메커니즘 및 침식 저항성 고찰, 한

병선 외, 2007년도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3) 스테인리스강의 케비테이션 고체입자 충격에 의한 침식손상 특성, 홍성모 외, 2007년도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4) 밀링속도 및 시간변화에 따라 제조된 Y2O3 분말의 특성 연구, 한병선 외, 2008년도 한

국분말야금학회 춘계 학술대회.

5) 고에너지 볼밀법에 의해 제조된 Y2O3-Ni 복합분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성모 외,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학회 춘계 학술대회.

6) 304스테인리스강의 케비테이션 및 SiO2 고형립 충격손상의 정량적 고찰, 홍성모 외, 대

한금속재료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7) TiC 입자분산강화 스테인리스강의 케비테이션 및 고형립 동시충격 거동 특성 연구, 한

병선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8) 밀링 속도 및 시간에 따른 TiC-Cu 복합 분말의 특성연구,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학

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9) TiC 강화입자 첨가에 따른 주조 탄소강의 미세조직 특성연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

료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10) 용액 내 고형립 농도에 따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케비테이션 충격손상 특

성연구,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11) 고에너지 볼 밀링공정에 의한 Ni-Y2O3 복합분말의 특성, 한병선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12) TiC 세라믹 분산주조 탄소강 제조 및 특성 연구, 이상훈 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8

년도 추계학술대회.

13) 고에너지 기계적 밀링 공정에서 TiC 입자 미세화 거동에 미치는 금속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성모 외, 2008년도 한국분말야금학회 추계학술대회.

14) 세라믹 입자가 분산된 주조 탄소강의 케비테이션 및 마모 특성에 관한 연구,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15) 주석 함량 변화에 따른 주조 탄소강의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박진주 외, 대

한금속재료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16) TiN 입자 분산 탄소강 주조재의 미세조직 관찰,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년

도 춘계학술대회.



- 197 -

17) TiC 및 TiN 세라믹 입자가 분산된 주조 탄소강(106C)의 기계적 특성 연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18) 고속의 기계적 밀링 공정에 의해 제조된 Ni계 ODS (MA Ni-20Cr-2Y2O3) 합금 분말의

합금화 거동 및 미세구조 특성 연구, 홍성모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

대회.

19) 미세 세라믹 입자 첨가에 의한 탄소강의 주조조직 및 입자분산 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상훈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20) 고에너지 밀링 공정을 이용한 Fe-14Cr-2Y2O3 나노복합분말의 in-situ 제조특성, 최희진

외, 대한금속재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21) 고속볼밀공정에 의해 제조된 Ni-Y2O3 나노복합 분말의 특성, 박진주 외, 대한금속재료

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22) Synthesis of Fe-TiB2 nanocomposite powders by mechanical alloying, 김지순 외, 대한금속

재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23) 고에너지 기계적 밀링공정으로 제조된 Ni-Cr-Y2O3 및 Fe-Cr-Y2O3 나노복합분말의 특

성, 최희진 외, 2009년도 한국분말야금학회 추계학술대회.

24) 고에너지 볼밀 공정을 이용한 Fe-TiC 나노복합분말의 제조 및 특성 분석, 김지순 외, 2010

한국 분말야금학회 추계학술대회.

25) Synthesis of Fe-TiC composite powder by high-energy milling, 김지순 외, 대한금속재료학

회 2010 춘계학술대회

나. 국외 논문 발표

1) Dispersion behavior of Y2O3 particles in hypo, hyper and eutectic binary Al-Cu cast

alloys, J.J. Park et. al, Asian Foundry Congress 2007, May 8-10, 2007, Seoul, Korea.

2) Dispersion Strengthening of cast aluminum using nano-sized Y2O3 ceramic powder,

G.H. Kim et. al, Asian Foundry Congress 2007, May 8-10, 2007, Seoul, Korea.

3) Characterization of Ni-Y2O3 composite powders synthesized by high energy ball

milling process, B.S. Han et. al,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nocomposites

and Nanoporous Materials, May 14-16, 2008, Gyeongju, Korea.

4) Homogeneous dispersion of TiC nano particles in carbon steel by the casting

method, S.H. Lee et. al,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nocomposites and

Nanoporous Materials, May 14-16, 2008, Gyeongju, Korea.

5) Dispersion of ultrafine SiC particles in molten aluminum matrix, J.J. Park et. al,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Hybrid Materials and Processing, October 27-29,

2008, Busan, Korea.

6) Fabrication of the cast carbon steel with ultrafine TiC particles, S.H. Lee et. a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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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Hybrid Materials and Processing, October 27-29,

2008, Busan, Korea.

다. 국내 논문 게재

1) 아공정, 공정, 과공정 조성의 Al-Cu 주조합금에서의 Y2O3 분말의 분산 거동에 대한 연

구, 박진주 외, 한국분말야금학회지 Vol. 14, p. 123 (2007)

2) 수중충격파를 이용한 충격고화와 반응합성으로 제조된 Ti5Si3 금속간 화합물의 표면코

팅 층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훈, 한국분말야금학회지, Vo. 15, p.101 (2008)

라. 국외 논문 게재

1) Properties of dispersion casting of Y2O3 particles in hypo, hyper and eutectic binary

Al-Cu alloys, J.J. Park et. al,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Vol. 24,

p.57 (2008) (SCIE)

2) Corrosion behavior of ceramic dispersion strengthened high-Cr stainless steel, G.J.

Lee et. al, Solid State Phenomena, Vol. 135, p.127 (2008) (SCIE)

3) Homogeneous dispersion of TiC nano particles in a cast carbon steel matrix, S.H.

Lee et. al,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Vol. 10, p.258 (2010) (SCI)

4) Properties of Cu-based nanocomposites produced by mechanically-activated

self-propagating high-temperature synthesis and spark-plasma sintering, J.S. Kim et.

al,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Vol. 10, p.252 (2010) (SCI)

마. 국내 특허 출원

1) 금속-세라믹 복합 비금속성 개량재,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기계적 특성이 향

상된 금속재료, 출원번호 2008-20128.

2) 세라믹/금속 복합분말 강화재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되는 기계적 특성을 향상

시키는 세라믹/금속 복합분말 강화재, 출원번호 2009-0045408.

3) 고속 기계적 밀링장치를 이용한 나노 세라믹 분산강화 합금/금속 분말의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되는 나노 세라믹 분산강화 합금/금속 분말, 출원번호 2009-0068395.

4) 주조용 세라믹 입자의 제조 방법 및 세라믹 입자, 출원번호 2009-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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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술이전

1) 수평식 고속볼밀 장비 제조 기술의 기술실시

-이전기술 : 수평식 고속볼밀 제조관련 know-how 기술

-기술이전 업체 : (주)태명과학

-기술이전 실시일자 : 2009년 8월 17일

-기술료 징수액 : 선급기술료 3천만원 + 경상기술료 (제품 판매금액의 3%)

-기술 실시 계약기간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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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1. 추진 방법

- 세라믹 강화재의 표면 활성화 기술 및 현용 배관부품 재료의 주조 조직 개량 기술 개

발을 위해 Institute of Solid State Chemistry (ISSC, Russia) 및 Fine Ceramics Center

(FCC, China) 등의 외국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추진함.

- 현재 3년여 동안 (주)삼우주물, (주)CASTEC, (주)현대특수금속, (주)2000금속 등의 주

조회사와 주철 및 탄소강 등의 합금 소재에 대하여 세라믹 강화재를 이용한 분산 개

량주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개량 탄소강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동 주조회

사들과 공동 연구함.

- 개량 탄소강 배관 시재품 성능 평가 및 검증을 위해 두산중공업과 공동 노력함

- 관련기술 보유기관이 주관하여 원전 2차계통 배관 및 기기 부품의 설계요건, 문제점,

개선/개량 방향 등을 설계 제작자와 함께 설정하고, 개량재료의 재료규격 인증 및 허

가를 위해 공동 노력함

2. 추진 전략

- 두산중공업 등 설계 제작자와 최종 탄소강 배관 시제품 제작을 위해 문제점 해결, 연

구방향 조정 등을 위한 협력을 실시함.

- 관련기술 보유기관이 주관이 되어 본 과제를 주관하고 특히 발전소 현장 실무진, 설

계/제작자, 운영자의 적극적 연구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에 초점을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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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

- 현재 본 연구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하기의 타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의 협조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효율적이며 유기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함.

세라믹개량

강화재 제조

울산대 첨단소재공학부 고 젖음성 세라믹 강화재 제조 (위탁연구)

KAIST 나노팹 센터 AFM, TEM, SEM, XRD 이용 연구

세라믹표면처

리기술

Ins. of Solid State Chem. &

Mechanochem. (RAS), Fine

Ceramics Center (China)

후보금속재/세라믹선정 연구

산화물 표면에너지 향상 기술 연구

시제품제작

(주)삼우주물, (주)CASTEC

(주)현대특수금속,

(주)2000금속

대용량 탄소강 개량 주조 연구

(주) 두산중공업
원전 부품소재 개량 공정의 현장 실용화

검토

4. 기술개발 추진체계

- 연도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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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1. 시장 현황 변화

- 최근 몇 년동안 국제유가의 변동폭이 심해지면서 에너지 수급안정 등 에너지의 중요

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환경 및

생태계를 위협하는 큰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는 온실가스 발생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에너지 및 환

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신규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및 건설계획이 급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가동원전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신규원전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가동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7년 말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고

리원전 1호기에 대하여 10년간의 연장 가동을 승인하고 가동 중이다. 현재 세계 30

개국의 원전 444기 가운데 37기가 설계수명이후 가동 중이며, 48기가 계속원전 승인

을 받았으며,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경제성 및 안전성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연

장가동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009년 12월 우리나라는 요르단의 연구, 교육용 원자로인 JRTR 건설에 대하여 최우

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2010년 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연구용 원자로는

5MW급으로 계약 규모는 약 2000억원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여개국에서 240여

기가 가동 중이나 이중 15년 내에 노후 원자로를 대체할 신규 수요가 최소 50기 정

도가 예상되며 이 경우 세계 시장은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관

련 업계의 분석이다.

- 또한 2009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아랍에리리트(UAE)가 발주한

4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원전사업 수

주는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의 설계와 건설은 물론 준공 후 운영지원과 연료공

급을 포함하는 일괄수출 계약으로 플랜트와 건설 등을 통틀어 한국의 해외사업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는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등극함

으로써 선진 기술력을 가진 원전산업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 2030년까지 430기의 신규 원전 약 1200조원의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

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UAE 원전사업 수주는 우리나라의 향후 원전 수출 사업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신규원전의 대형화, 60년 이상의 장수명 설계, 설계수명이 종료된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및 향후 원전 수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원천기기 부품

소재에 대한 건전성이 일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대형화 및 장수명화 뿐 아니라

극한환경의 차세대 원전에도 사용이 가능한 혁신소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원전 배관용 감육저항 개량 탄소강은 원전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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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의 원전소재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차세대 원전개발이 세계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사업화 전망

- 본 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 배관용 감육저항 개량 탄소강 제조기술은 현재

(주)2000금속, (주)현대특수금속 등의 주조회사와 탄소강, Al bronze 등의 합금 소재

에 대하여 세라믹 강화재를 이용한 분산개량주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 기술

이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두산중공업에 기술이전하여 감육저항성이 매우 우수한 원전

용 탄소강 배관소재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두산중공업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세라믹 강화재 직접분산주조 개량기술은 전통적인 주조기술을 이용하므로 기술적 부

가가치 및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개발 기술의 소재 의존도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이외의 타 부품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이 가능하므로,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

하고 있는 상기의 주조회사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부품의 소재 개량기술로 적

용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3181/2009

제목 / 부제 원전 배관용 감육저항 개량 탄소강 개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이창규 (원자력재료연구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이민구, 박진주, 엄영랑, 이정구, 김재우, 이경자, 홍성모, 박은광

김기호, 이용철 (원자력재료연구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10

페 이 지 p.203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2차계통 배관 탄소강 소재의 경우 소재가 싸고, 가공성 및 용접성이 좋으나 감육저항성 및

파괴인성이 매우 불량하여, 국내외 원전에서 다수의 감육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원자력 가혹 환경에서 감육 및 파괴저항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탄소강 개량 기술 개발

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육저항성 및 파괴저항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기 보

다는 공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현장 적용 및 실용화가 용이한 기존 부품 소재의 개

량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소재 개선 기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원전 배관용 감육저항 개량 탄소강 소재 개발을 위해 약 200nm 이하

의 미세한 탄화물의 나노 세라믹 입자들을 부품 소재 합금에 균일하게 분포시킴으로써

기존 합금의 기계적 특성 및 감육/파괴 특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 세라

믹 분산주조 강화개량 기반기술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200kg급 개량 탄소강 소재를 제

조하여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분산주조 개량 탄소강 특성 평가 결과 주조조직 전체

적인 조직미세화를 구현하였고, 기계적 특성(브리넬 경도, 마모특성,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감육저항성(케비테이션 침식 저항성, 유속가속부식 (FAC) 저항성)이 향상되었다. 그

러나, 소재의 인성은 일부 감소가 관찰되어 파단전 누설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탄소강, 미세세라믹 강화재, 분산주조, 고에너지 기계적 활성화

감육저항성, 파괴저항성, 기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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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steel is usually used for piping for secondary coolant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 because of low cost and good machinability. However, it is generally

reported that carbon steel was failed catastrophically because of its low resistance to

wall thinning and fracture toughness. Especially, 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is

one of main problems of the wall thinning of piping in the 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in this project, fabrication technology of new advanced carbon steel

materials modified by dispersion of nano-carbide ceramics into the matrix is

developed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resistance to wall thinning and fracture

toughness drasticall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one. In order to get highly

wettable fine TiC ceramic particles into molten metal, the micro-sized TiC particles

were first mechanically milled by Fe (MMed TiC/Fe) in a high energy ball mill

machine in Ar gas atmosphere, and then mixed with surfactant metal elements (Sn,

Cr, Ni) to obtain better wettability, as this lowered surface tension of the carbon

steel melt. According to microscopic images revealed that an addition of MMed

TiC/Fe-surfactant mixed powders favorably disperses the fine TiC particles in the

carbon steel matrix.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ain size refinement of the cast

matrix is achieved remarkably when fine TiC particles were add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ct as nucleation sites during the solidification process. As a results, a cast

carbon steel dispersed with fine TiC particles shows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ardness, tensile strength and cavitation resistance compared to that of

without particles. However, the slight decrease of toughness wa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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