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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초고온가스로(VHTR)는 높은 운전온도로 인하여 수소 생산 또는 공정열 이용

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한 종류이다. 이 원자로의 냉각재로는 고온의 

He을 사용하며, 장시간 사용안정성과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서 Ni-base superalloy

를 열교환기 재료로 고려하고 있다. 고온의 He환경의 경우, 일반적인 고온 환경

과 달리 소량의 불순물 가스에 유무에 따라 산화, 탈탄, 침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온에서 Ni-base superalloy를 사용할 때 발생하

는 산화 거동과 He내 불순물 가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식 거동에 대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본 내용에서 Ni-base superalloy의 기

본적인 특성 및 고온 산화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요약하였고, 문헌에 보고된 

고온 산화거동과 부식거동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Ni-base superalloy의 

초고온가스로에서의 사용환경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진행될 실험과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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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초고온가스로(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는 국제적으로 협

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4세대 원자력발전소 로형의 하나로 냉매로는 기체상태의 

He을 사용하고, 냉각재의 온도가 950°C 이르는 특징이 있다. 높은 사용온도로 인

하여 제조공정상 고온이 필요로 한 분야, 특히 Sulfur-iodine cycle을 이용한 수소

생산과 같은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국내에서도 원자력 

수소 관련 연구가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400°C 이하의 작동 온도를 가지는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와 

달리 고온가스로 고온 환경에서 사용될 구조재료는 높은 고온강도와 더불어 우

수한 크리프 특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환경과의 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한다. 특히 고온의 He과 저온의 He이 만나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중간열교환

기 (Intermediate Heat Exchanger)나, 고온가스관 (Hot Gas, Duct) 등의 경우, 기계적 

특성과 열효율을 고려하여 Ni-base superalloy를 후보재료로 검토하고 있다. 크리프 

성능이 우수하고 고온에서 사용가능하며 제작이 용이한 고용강화형 Ni-base 

superalloy가 현재까지 IHX 후보재료로 검토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Inconel Alloy 617, Haynes 230, Hastelloy XR 등이 있다.  

본 기술현황보고서에서는 초고온 가스로용 Ni-base superalloy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가스 환경과의 반응성에 대한 결과를 위주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Ni-base superalloy의 기본적인 특성과 산화 거동에 대하여 간략히 이론적인 배경

을 요약하고, 문헌에 보고된 공기 중 분위기에서의 산화거동과 He 분위기에서의 

부식거동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 Ni-base superalloy의 초고온가

스로에서의 사용환경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고, 이후 진행될 실험과 연구에 대

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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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Ni-base superalloy 

 

제 1 절 개요 
 

Ni-base superalloy는 일반적인 구조재료가 견디기 어려운 환경인, 발전용 가스터

빈, 제트엔진, 화학공장용 튜브 및 파이프 재료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합금이다. 

고온, 고응력, 산화/부식 분위기에서는 기존의 구조재료로는 충분한 사용시간을 

유지할 수 없으나, Ni-base superalloy는 산화, 침탄, 탈탄 등의 다양한 환경에 대하

여 높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Ni-

base superalloy는 석출강화형 초내열합금에서 응용이 시작된 후, 일방향응고 등의 

공정기술 발전으로 단결정 초내열합금까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Nickel-base superalloy에서 나타나는 결정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1]. 기지

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Gamma matrix(γ)로써, fcc 결정구조를 가지는 austenitic 

phase이며 Co, Cr, Mo, W 등이 치환형 고용원소로 존재한다. Gamma prime (γ')은 Al, 

Ti 등이 기지상 조성의 원소와 금속간화합물(intermetallic) 상을 이루어 석출된 상

이며, γ 기지상과는 정합 관계를 나타낸다. γ'상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높아

지는 yield stress anomaly를 보인다. γ'은 전위와 상호 작용, 즉 입자 절단이나 

bypassing 등에 의하여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며, 높은 강화 효과를 나타낸다. 탄

소는 0.05~0.2 wt% 정도 첨가되는데, Ti, Ta, Ha와 같은 refractory 원소들과 반응하

여 fcc 구조의 MC 탄화물을 전체 상에 균일하게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열처

리 공정 및 사용 환경에서 MC 탄화물은 분해되어 M23C6나 M6C 탄화물을 형성

하게 되며, 주로 결정립계에 분포하게 된다. 이 탄화물들은 크리프 도중에 발생

하는 입계 미끄럼(grain boundary sliding)을 억제하여 파단 강도에 영향을 준다. 하

지만, M23C6나 M6C가 증가할수록 탄화물의 취성 파괴나 계면과 탄화물간의 유리 

현상에 의하여 균열 생성이 유발되게 된다. 특정 사용 조건에서는 TCP 

(Topologically Close Packed) phase 즉, σ, μ, laves와 같은 판상 석출물이 나타나고, 균

열생성 및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 낮은 온도에서 취성파괴를 유발한다. 특

히 σ 상은 기지상 내의 내화원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용강화 효과를 줄이는 

원인이 되며, 고온에서의 파단 강도를 감소시킨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중의 하나인 초고온가스로의 경우, 예상 사용온도가 

950°C까지 이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료로는 열교환기로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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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강화형 Ni-base superalloy, 즉 Inconel Alloy 617, Haynes 230, Hastelloy XR 등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1. Alloy 617 

Alloy 617은, 고용강화형 Ni-Cr-Co-Mo 합금으로써, 매우 높은 고온강도와 산화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부식 환경에서도 매우 우수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용접 공정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첨가원소 중 Ni, 

Cr은 산화, 환원 분위기에서 높은 저항성을 나타내며, Cr, Al은 산화피막을 형성하

여 고온 산화저항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Co, Mo 등은 고용강화를 위하여 첨가

한다. 이 합금은 고온 크리프 성능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합금으로 산화환

경에서 최대 사용온도는 980°C에 이르며, 항공 등에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duct, 

combustion can, transition liner 등에 사용될 수 있다 [2]. 일반적인 조성에 대하여 

을 표 2-1에 표시하였다. 

 

Table 2-1. Limiting Chemical Composition,%, of INCONEL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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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min 

20.0~ 

24.0 

10.0~ 

15.0 

8.0~ 

10.0 

0.8~ 

1.5

0.05~

0.15

3.0 

max

1.0 

max

1.0 

max

0.015 

max

0.6 

max 

0.5 

max 

0.006 

max

 

 

2. Haynes 230 

 Haynes 230은 고온가스로 열교환기의 후보재료 중 하나로써 높은 W 첨가량으

로 인하여 고온 산화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oy 617과 유사하게 

스테인리스, Ni-Cr 합금, Fe-Ni-Cr 재료를 대체하여 고온 산화 환경, 연소환경, 질

화 환경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질산 촉매 그리드, 고온 벨로우즈, 산업전기

로 고정장치, 열전대 보호 튜브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원자력 분

야의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유럽 연구 그룹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

하고 있다. 900oC에서 H2, CH4, Co, H2O을 포함한 헬륨 환경에서 Mn-Cr rich 산화층

을 형성하여 높은 산화 저항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3]. 표 2-2에 일반

적인 조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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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Limiting Chemical Composition,%, of Haynes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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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bal 

22.0 5.0 

max 

2 14.0 0.10 3.0 

max

0.5 0.4 0.3 0.02 0.015 

max

 

 

3. Hastelloy X(R) 

 Hastelloy X는 Ni-Cr-Fe-Mo 합금으로써, 산화 저항성이 높고, 제작성 

(fabricalibity)이 좋으면서도 높은 고온 강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석유 화학 응용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stress-corrosion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Hastelloy XR은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을 고려하여 여러 불순물의 농도를 조절하여 그 성능을 개

선한 제품이다. 표 2-3에 일반적인 조성을 나타내었다. 일본에서 주로 많은 실험

이 이뤄졌으며 [4, 5], 역시 고온가스로의 열교환기 재료로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Table 2-3. Limiting Chemical Composition,%, of Hastelloy X 

Ni Cr Co Mo W C Fe Mn Si B 

47.0 

bal 

22.0 

 

1.5 

 

9 

 

0.6 

 

0.10 

 

18.0 1.0 

max 

1.0 

max 

0.008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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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온가스로 열교환기로의 적용 
 

고온가스로 또는 초고온가스에서 열교환기는 He을 열전달 매체로 사용한다. 

열교환기 특성상, 매우 높은 사용온도와 열전달 매체와의 반응에 안정성을 보여

야 실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앞서 고려한 고용강화형 Ni-base superalloy는 고

온 산화 분위기에서 그 성능이 일정수준 이상 검증된 제품이다. 높은 Cr의 함량

으로 표면에 Cr2O3 산화층이 형성되어 보호피막으로 작용하고 추가적인 산화를 

억제하여 장시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실제 열교환기 내에 매우 순수한 

He 만이 존재할 경우, 앞서 언급한 Ni-base superalloy는 아주 우수한 고온 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원자로 가동 중에 He 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불순물, 즉 H2, CO, CH4, H2O 등을 포함하게 되며, 이와 같은 불순물은 Ni-

base superalloy의 표면과 반응하여 원래 예상했던 보호피막과 상호작용하여 그 기

능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CO/CO2의 농도 변화는 Cr-oxide의 분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호피막이 제거되어 급격한 기계적 성능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근래에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차세

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재료에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6-10]. 이는 냉각재 환경에서의 기계적 성질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기구를 

확인함으로써,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에 대한 중요성 및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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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고온 산화 및 부식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고온 산화의 열역학적 접근 
 

1. Selective oxidation  

고온 합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선택적 산화(selective oxidation)이다. 

선택적 산화는 용매 원소인 기지상에, 강화를 위하여 첨가한 용질 원소가 우선적

으로 산화되어 표면에 연속적인 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매우 느린 성장 속

도를 가지고 보호피막으로 작용하는 원소의 선택적인 산화는 고온에서 사용하는 

모든 합금 및 코팅의 산화 저항성에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다. 연속적인 보호 피

막으로 작용하는 원소들은 Cr, Al, Si이며, 많은 연구가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보호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합금 및 코팅 조성을 찾아내는데 집중하여 진행되었

다. 

 

2. Nickel-chromium alloys 

Ni-Cr 합금의 산화 거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고되었

다 [11, 12]. 이 시스템에서 낮은 Cr 함량을 가진 합금의 경우, 거의 순수한 Ni 기

지 안에 Cr2O3 island를 형성하는 내부산화 현상을 나타낸다. 최외각 층에는 NiO 

외부 산화막이 존재하며 바로 밑에는 NiCr2O4 등을 포함하는 NiO 내부 산화층이 

있다. 그림 3-1에 Ni-Cr alloys에서 산화층에 대하여 간략히 묘사하였다.  

 

Fig. 3-1. Schematic diagram of the oxidation morphology of dilute Ni-Cr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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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duplex scale layer에서 NiO는 Cr 이온을 고용하고 있으며, NiCr2O4 이차상

과 평형을 이룬다. 이는 cation vacancy를 공급하여 이 영역에서 Ni 이온의 이동도

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도핑의 결과로 인하여, 겉보기 산화속도 상수는 pure Ni과 

비교할 때에 비하여 증가하게 된다. 그림 3-2에 Cr 첨가에 따른 Ni 산화 속도 상

수가 나타나 있다. Cr이 소량 있는 경우에는 산화속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부 산화층이 금속상으로 침투해 가면서 Cr2O3 internal oxide islands는 NiO에 

의하여 에워싸이게 되며 NiCr2O4를 형성하게 된다.  

422 ONiCrOCrNiO   

 

일부 NiCr2O4는 NiO 앞의 산소의 움직임에 의하여 먼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

한 NiCr2O4 islands는 2차상으로 산화피막 중에 남게 되며, 대부분의 낮은 농도의 

Cr 합금에서 나타나며, 원래의 금속 표면의 위치를 나타내게 된다. 

양이온 확산은 NiO를 통과하는 것보다 NiCr2O4 spinel를 통과하는 것이 더 느리

기 때문에 산화물 내의 spinel islands는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Ni ions의 확산 장애

물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로 합금의 Cr 함량과 spinel의 부피분율이 증가할수

록, 산화물을 통과하는 전체 Ni flux와 속도 상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전

체적인 경향이 그림 3-2에 나타나 있으며, 10 wt% 이상의 Cr에서는 주로 외부에 

Cr2O3 만이 형성하게 되고, Ni의 확산 및 산화속도 상수가 급감함을 알 수 있다. 

 

Fig. 3-2. Dependence of the parabolic rate constant for the oxidation of Ni-Cr 

alloys o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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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Cr 농도에 따른 영향은 steady-state 산화에 적용될 수 있다. 사

실, Cr 농도가 높은 합금의 경우에도 합금 표면이 매우 깨끗한 경우에는 노출된 

Ni의 면적이 많으며, 따라서 Cr 뿐 아니라 Ni를 포함하는 산화층이 발생하게 된

다. Ni를 포함한 산화물이 Cr2O3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경우에는, 다량의 

NiO와 NiCr2O4가 연속적인 Cr2O3 층을 형성하기 전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을 transient oxidation [13-15] 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산화층에 대하여 그림 

3-3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합금중의 B의 농도가 작을 때, 그 결과로 B의 내부

산화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외부산화층 AO가 형성된다. B의 농도가 충분할 경우, 

지속적인 외부산화층이 형성되며, 특히 두 종류의 산화물이 모두 생성될 수 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AO가 BO를 따라서 형성되고 BO가 전체 층을 덮을 때까지 

성장하게 된다. 원소 B(Cr, Al 등)의 내부에서 외부산화로의 변화될 때, 원소 

A(e.g., Ni, Fe)보다 더 안정한 산화물을 만들게 된다.  

 

 

Fig. 3-3. Schematic diagram of the oxidation of an alloy A-B for which both 

oxides are stable in the ambient environment but BO is more stable than AO. 

 

이러한 transient period의 범위는 선택적인 산화가 발생하는 여러 요소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Ni-Cr 합금의 경우, Cr 농도의 증가, 산소 분압의 감소, 

재료의 냉간가공 등에 의하여 Ni-rich 산화물의 관찰된 양은 감소하게 된다. 

임계값 부근의 Cr을 함유한 경우, Cr2O3 산화층에 의한 보호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게 된다. 이는 Cr의 선택적인 산화에 의하여 형성된 산화층 아래의 Ni 기지상

의 Cr 조성이 임계값 이하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충격 또는 파단에 의한 보호피

막의 파괴로 인하여 낮은 Cr 농도의 기지상이 노출되게 되고 내부 산화 및 NiO 

scale이 생성되어 반응 속도의 증가가 일어 날 수 있다. 따라서 Ni-Cr 합금의 경

우 20 wt% 이상의 Cr을 함유해야만 적절한 보호피막이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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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화층의 parabolic rate constant 계산 
 

1. Fick’s 제1법칙 

확산이란 기체분자나 고체/액체 상태를 구성하는 원자가 화학포텐셜(chemical 

potential) 차이에 의해 화학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구성입자가 이동하

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화학포텐셜은 농도에 비례하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농도구배(단위길

이당 농도의 변화)에 따른 확산 flux를 예상하는 법칙이 Fick의 법칙이다. Fick’s 

제1법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확산의 양은 거리에 따른 농도차

(농도기울기)에 좌우되며 이것은 농도차가 클수록, 또 거리가 가까울수록 확산의 

양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x

dC
DJ B

BB   

 

JB는 단위시간당 단위 면적을 지나는 원자의 수를 나타내는 flux이고, DB는 B 

원자의 확산계수, C는 농도, x는 방향, dC/dx는 x방향으로의 농도 변화율을 나타낸

다. 이 식은 정상상태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정상상태란 시간에 따른 농

도의 변화율 dC/dt = 0인 상태를 말한다. 이 식으로부터 정상상태에서 flux는 일정

하게 유지되고, 농도구배가 클수록 잘 일어나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

로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산화층을 통한 산소와 금속 이온의 flux [16] 

산화층의 성장하는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화층을 가로질러 확산되는 산

소와 금속의 flux가 계산되어야 한다. 그림 3-4는 산화층이 성장하는 동안 금속과 

산소의 확산이 Fick’s 제 1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금속과 산소의 농도 분

포를 나타낸다. 

dZ

dCo
DJ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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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chematics diagram showing (a) diffusion and (b) concentration profile 

of metal and oxygen ions during growth of oxide scale. 

 

산소의 flux가 Z 방향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산소의 flux(J0)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e

L
CD

dZ
dC

DJ 000
00   

 

산화층 안으로의 금속이온의 flux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ci

e
MMM

MM LL

CD

dZ

dC
DJ


  

 

속도상수를 확산계수와 평형농도의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Lc와 Li 사이의 

관계가 설립되어야 하는데, 금속과 산소가 확산되어 새로운 금속 산화층이 다음

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산화층 안에서 형성될 때 산소 flux의 1/n은 금속 flux의 

1/m과 양적으로 같아야 한다. 

m

J

n

J

MmOnnOmM

M



0

 

 

위의 식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Li와 Lc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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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층의 형성속도(mole/cm2·sec)는 새로운 산화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유입된 

산소의 flux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nJ
dt

dL
MmOn

c /0  

 

위 식을 종합하면, 산화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

e
MM

e

i

e

MmOn
c

nmL

CnDCmD

nL

CD
nJ

dt

dL 
 0000

0 /  

 

위 식을 적분하면, 

1
00

2 )(

2
Ct

nm

CnDCmDL

MmOn

e
MM

e
c 





 

 

시간(t)이 0일 때, 산화층의 두께(Lc)는 0이 되므로 이러한 초기조건을 이용해서 

C1값을 구하면 C1=0 이 된다. 

위 식을 단위면적당 무게변화(X)의 형태로 바꾸면, 

MmOn
MnOn

e
MM

e

MmOnc nm

CnDCmDt
LcmgramX '

)(2
')/(

2/1

002 


 






 
  

 

ρ'MmOn는 ρMmOn·MMmOn (산화물의 분자량)으로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2/1

2/1

00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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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CnDCmDM
cmgramX

e
MM

e
MmOnMnOn 







 



 

 

으로 표현될 수 있다. X2=Kpt 관계식에 의하여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재배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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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금속의 고온 산화 과정에서 속도상수(Kp)가 에 의존함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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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arabolic rate law 

금속의 외부표면에 형성되는 산화피막은 금속을 외부 부식성 분위기로부터 보

호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이 때 금속의 표면에 형성되

는 산화피막의 형성 속도는 일반적으로 속도상수로 표현된다. 산화층이 성장하

는 동안 금속이온과 산소이온들의 flux는 chemical potential gradient와 electrical 

potential gradient에 의하여 이동하게 되는데, Wagner는 chemical potential gradient와 

electrical potential gradient를 고려하여 양이온 및 음이온의 flux를 여러 가정하에 

계산하여 산화피막의 형성에 대한 속도상수를 이론적으로 유도하였다 [17-19]. 

만일, 초기에 미량 형성된 산화층이 electrical potential gradient에 의한 이온들의 확

산을 방해할 영구, 이온들의 확산은 산화층의 chemical potential gradient에 의하여 

이동될 것이며, 이러한 이온들의 flux가 Fick's의 확산법칙을 따라 거동할 때 새로

운 변수를 갖는 속도식이 유도될 수 있다. 

일반적인 parabolic rate law는 금속양이온 또는 산소음이온의 확산이 속도제어단

계에 있을 경우, Fick의 제1법칙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이때, 산소-금속 또는 

산소-가스 계면에서 확산 종들의 농도들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며 산화막의 확

산 특징 또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가정은 산화막이 균일하고 연속

적이며 단일상 형태임을 의미한다.  

확산속도상수 kp는 Arrhenius형 관계식에 따라 온도와 함께 변한다. Arrhenius type 

relationship은, 

0

이며

2 xtkX p   

, 여기서 X는 산화막의 두께, t는 시간, kp는 확산속도상수, x0는 상수를 나타낸

다. 

Parabolic law에서 속도는 산화 process에서 산화물을 통하여 확산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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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속도가 square root of time에 반비례하는 것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고온 산

화 속도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하여 

확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기공이 형성될 

우, 산화층은 보호피막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부식속도는 직선으로 남게 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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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Ni-base superalloy의 주요 석출물 
 

1. 주요 상 및 열처리 [19, 20] 

Ni-base superalloy에서 가장 흔한 탄화물은 MC, M23C6, 그리고 M6C이다.  

 

MC carbide: MC 탄화물은 냉각 중에 기지 내에 fcc 구조를 형성한다. 합금 내

에서 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입계, 입내, 때로는 수지상 근처에까지 존재할 

수 있다. 기지상과 결정방위상 연관관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MC 탄화물은 

열처리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하는 2차 상반응에서 탄소의 주요한 공급원이다. 

Incoloy 901와 A286과 같은 특정 합금에서는 MC film이 결정립계를 따라서 형성

하여 연성을 감소시킨다. TiC, HfC와 같은 MC 탄화물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안정

한 화합물 중의 하나로, 합금 내에 생성될수록 유리하다. 이러한 탄화물로는 HfC, 

TaC, NbC, TiC 등이 있다. MC 탄화물에서 M 원자는 다른 원소로 쉽게 치환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서 (Ti, Nb)C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Mo나 W과 같이 반응성이 

약한 원소도 치환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Ti, Mo)C는 Udimet 500, M-252, René 

77 등의 재료에서 발견된다. Mo, W 등의 치환에 의하여 적층 순서의 변화가 발생

할 경우, MC 탄화물의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다른 탄화물로 변할 수 있다. MC 탄

화물이 제조 공정 또는 고온에서의 사용으로 인하여 M23C6와 M6C 탄화물로 변

태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Ni와 Ta의 첨가될수록 이러한 효과는 억제되고, 높

은 Nb와 Ta을 함유하고 있는 MC 탄화물은 제조 공정이나 1200~1260°C에서의 

용체화 처리에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M23C6 carbide: Cr 함유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합금에서 쉽게 형성되는 탄화물로 

760~980°C 정도의 온도에서 열처리 또는 실제 사용 중에 발생한다. 기지상에 존

재하는 MC 탄화물이나 잔류 탄소에 의하여 주로 형성된다. 기지상에 W, Mo 이 

존재할 경우, M23C6의 대략적인 조성은 Cr21(Mo, W)2C6로 나타나며, 탄화물 내에 

Ni이 일부 치환될 수 있다. Co나 Fe 등도 Cr을 치환하여 소량 존재할 수 있다. 

M23C6 탄화물은 Ni-base superalloy의 성질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M23C6 탄화물이 

결정립계를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분포할 경우, 파단 강도는 결정립계 미끄럼을 

억제되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파괴에 필요한 균열의 발생이 탄화

물/기지 사이의 분리에서 발생될 수 있기에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해하다. 일부 

합금에서는 망상 구조의 M23C6가 존재하여 조기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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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제조 공정과 열처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다.  

주요 합금에서 M23C6의 형성 기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져 있다: 

),(),,,(),( 36221

623

TiAlNiCMoCrTiAlCrNiCMoTi

CMMC



 
 

 

M6C carbide: M6C 탄화물은 복합 정방구조를 가지고 있다. Mo 또는 W이 6~8 

at.% 이상 존재할 때 815~980°C 근처에서 형성된다. M6C의 전형적인 화학식은 

(Ni, Co)3Mo3C와 (Ni, Co)2W4C 이다. M6C 탄화물은 Mo와 W이 Cr을 대체하면서 형

성된다. M23C6 탄화물과 달리 조성의 변화 폭이 크다. M6C 탄화물이 M23C6 탄화

물에 비하여 고온에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M6C 탄화물의 결정립계 석출은 내

화 합금의 제조공정에서 입계 크기를 조절하는데 중요하다. 

 

TCP (Topologically Close Packed) phase: 일부 합금에서는 장시간 열처리 등에 

의하여 TCP phase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유해하며, 

결정립계 탄화물에서 핵생성하여 긴 판상 또는 침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Ni-base superalloy의 경우, σ 및 μ 상의 형성이 일어나기 쉽다. σ의 화학조성은 (Fe, 

Mo)x(Ni, Co)y로써, x, y는 1~7까지 변화할 수 있다. Body-centered cubic (bcc) transition 

metal (Ta, Nb, Cr, W, Mo)을 대량으로 포함하는 합금의 경우, TCP 형성이 일어나기 

쉽다. σ상의 경도와 판상의 석출 형태는 균열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항

복강도와는 상관없이 저온 취성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Heat treatment: 내화 합금은 γ' 상과 MC 탄화물을 제외한 모든 탄화물을 용해

하기 위하여 용체화 처리를 한다. 크리프 용도로 사용되는 합금의 일반적인 용체

화 처리는 1050 ~1200°C 범위에서 진행하여 더 낮은 온도에서 2차 용체화 처리를 

하기도 한다. 일부 γ' 상의 경우 용체화 처리 후 공냉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공냉 시 발생하는 γ' 상의 조대화와 추가적인 γ' 상의 석출을 위하여 몇 단계의 

시효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1차 시효 처리는 850~1100°C 범위에서 24시간에 걸

쳐서 수행되고 2차 시효 처리는 760°C 근처에서 16 h 정도 수행하여 γ' 상의 석

출을 완료시킨다. 2차 시효 처리를 통한 미세한 γ' 상의 석출은 파단 시간뿐 아니

라 인장강도 증가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때 열처리 공정은 결정립계에 탄화물 

film 형성을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실제 Alloy 617 등을 900°C에서 사용할 

경우 γ'이 용체화 처리되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한 강도 증가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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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다. 사용 온도 범위에 따라서 주요한 석출물의 거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Aging Effects on Microstructure at Alloy 617 [21] 

그림 3-5는 Alloy 617에서 600°C부터 1400°C까지 평형상을 Thermocalc를 통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M(C,N) 탄화물은 용융 시부터 형성되어 전체 온도 범위에서 안

정되게 존재한다. M6C 탄화물은 용체화 처리 온도에서 안정하고, 결정립계와 클

러스터 부근에서 석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77°C에서 소둔 처리시 M6C는 1 

wt% 정도 존재한다.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1000°C 이하에서 M6C 대신에 

M23C6가 석출되기 시작한다. 800°C 근방에서 오랜 시간 열처리할 경우 M23C6는 

대략 1 wt%까지 석출한다. γ'(Ni3Al)의 경우 800°C 이하에서 석출이 시작되며, 

600°C까지 온도의 하강에 따라 석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8 wt%까지 도달하게 된

다. Thermocalc의 예측과는 다르게 Mankins et al. [22]이 수행한 PHACOMP analysis

에 따르면, γ'은 649-760oC 온도범위에서 약 0.6 %만이 존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쨌든, 탄화물의 석출 및 조대화 과정에서의 속도론은 재료의 특성에 많은 영향

을 미치므로 aging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Alloy 617에서 M23C6 탄화물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6는 각종 자료에서 시효에 따른 M23C6의 존재여부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용체화 처리 후의 빠른 냉각은 M23C6 탄화물의 생성을 억제하지만, 크리프 온도 

범위 내에서의 재가열은 M23C6를 쉽게 형성한다. 이러한 거동은 Thermocalc에 의

하여 예측된 결과와는 다르지만, 이는 그림 3-5의 자료가 석출물의 양, 위치, 조

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hermocalc 분석은 항상 M23C6 탄화

물에서 Cr이 주된 구성원소임을 보여준다. 

M6C는 탄화물 중에 두 번째로 자주 관찰되는 탄화물이며, 높은 온도에서 주로 

생성된다. 그림 3-7에 나타난 TTP diagram에서 볼 수 있듯이, Mankins et al. [22]은 

M6C를 관찰하지 못한 반면, Kihara et al. [23]은 1000°C에서의 크리프 거동에 대한 

연구에서 미세한 M6C의 분포 경향 및 M23C6로의 변태 등이 관찰되었다. M6C 탄

화물은 900oC 이하의 온도에서는 장시간 시효에도 발생하지 않았다. 온도 감소에 

따라 발생이 감소하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Thermocalc 등에 의하여 예측된 결과

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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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ontent of precipitates in Alloy 617 calculated by THERMOCALC 

for 1.24% Al (high aluminum). 
 

 

 

Fig. 3-6. Time-temperature-precipitation data for M23C6 carbide in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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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ime-temperature-precipitation data for M6C carbide in Alloy 617. 

 

Ni3Al intermetallic은 시효된 미세구조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난다. 이 석출물

은 일반적으로 매우 미세하여 광학현미경 상으로는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Alloy 617 관련 논문에서 Ni3Al의 존재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찾기 어렵다. 그림 

3-8에서 나타난 TTP plot을 보면, 온도와 시간에 따른 석출 여부가 분명하게 나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Kirchhofer et al. [24]은 매우 넓은 온도 및 시간 범위에서 

관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Mankins et al. [22]는 760°C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Wu와 Vasudevan [25]은 704°C 이하에서 대량으로 발견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Thermocalc 분석 결과는 Ni3Al의 석출 온도 한계 및 양에 대해서 조성

에 매우 민감하다고 예측하였다 [21]. 

Mankins et al.은 CrMo(C, N)이나 TiN 등을 포함하는 다른 상들은 거의 관찰하지 

못했다. Kirchihofer는 고온의 장시간 시효시 Laves 상이 나타남을 확인했고, 

Ni2(MoCr) 상은 Wu와 Vasudevan에 의하여 낮은 온도, 장시간 시효에서 관찰하였

다. 이러한 상들이 시효에 의한 기계적 성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

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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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Time-temperature-precipitation data for Ni3Al carbide in Alloy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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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기 중에서 Ni-base superalloy의 거동 

 

제 1 절 Alloy 617의 산화거동  
 

1. Static 산화 실험  

Jang et al.은 산화 거동에 영향은 미치는 노출시간, 온도, 연구하였다 [10]. 실험

은 commercial-grade Alloy 617을 이용하였으며 시편은 Coupon-type으로 1 mm 두께

로 제작하여 900°C와 1100°C에서 1000 h까지 산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화실험 

결과 900°C에서는 시간의 1/2 승에 따라서 질량 증가가 일어났다 이는 parabolic 

curve를 의미한다. 하지만, 온도를 1100°C로 높였을 경우에는 시간 증가에 따라서 

급격한 질량 증가 후 오히려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질량 감소에는 spallation 

이나 산화물의 기화, thermal etching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26-28,29]. 실험 장비 

근처를 확인한 결과 시편에서 떨어진 작은 입자가 존재한 것으로 관찰되므로, 

spallation에 의한 질량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r-oxide가 1100°C 

이상에서 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30], 질량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와 유사한 현상에 대하여 Christ et al. [31]와 Ganesan et al. [32] 등도 보고하였다. 이 

결과로 보았을 때, Alloy 617은 1100°C 이상에서는 사용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4-1. Weight gain versus oxidation time in various te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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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은 공기중에서 산화 실험한 Alloy 617에 대하여 XRD 및 XPS 분석을 

시도하였다 [33]. 그림 4-2는 900°C에서 산화된 Alloy 617의 XRD 결과와 XPS 결

과를 보여준다. XRD는 그 특성상 표면으로부터 수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영역의 

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에 XPS는 최외각 표면의 조성만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산화 초기에는 NiCr2O4와 Cr2O3가 주로 나타나나, 산화 시간이 증가할수

록 Cr2O3는 감소하고, NiO peak이 늘어나며, NiCr2O4는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XPS 측정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900°C 1000 h 노출된 시편의 경우, 

Ni와 O만이 주로 검출되었다. XPS 특성상 표면에서의 원소만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로 보았을 때, NiO layer가 산화물의 표면에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

한다. 

 

Fig. 4-2.Thin-film XRD (a) and XPS analysis results (b) of the surface oxide layer 

of Alloy 617 thermally grown in air at 900°C. 

 

900oC에서 Alloy 617의 산화층에 대한 사진은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NiO와 

Cr2O3 두 층으로 구성된 double layer 또는 NiO, NiCr2O4, Cr2O3 등 세 층으로 구성

된 triple layer가 관찰되었다. Ni을 포함하는 산화층은 많은 기공을 함유하고 있어

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연속된 산화를 억제하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은 결정립

계를 통한 Ni 이온의 확산을 빠르게 하고 Ni을 포함하는 산화층의 성장을 가속

화시킬 수 있다.  

그림 4-4에 900oC, 공기 중에서 Alloy 617의 oxidation progress를 개략적으로 나

타내었다. 산화초기 표면에는 Cr2O3층이 형성되고, 광범위한 외부 NiO층이 형성

되기 전 Cr2O3의 윗부분에 국부적으로 고립된 NiCr2O4 층이 형성된다. 그 후 NiO

는 싸여진 NiCr2O4층과 Cr2O3위에서 성장한다. 본 실험에서는 응력에 따른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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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층의 박리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써, 일반적인 크리프 실험 결과에서 보

여지는 미세구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즉 실제 NiO는 Cr2O3에 비하여 떨어지

기 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Cr2O3만이 최외각 층에 나타나는 결과를 얻게 된

다.  

 

 

Fig. 4-3. SEM micrographs a) at low magnification, b) high magnification of a box 

in (b) showing triple oxide layer 

 

 

Fig. 4-4.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oxidation progress of Alloy 617 in air at 

900°C: a) Initial stage, b) steady-state stage. 

 

산화 온도를 1100°C로 증가한 경우에 대하여도 Kim et al.은 실험을 하였는데,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산화 생성물은 Cr2O3, TiO2와 MnCr2O4이고, 이는 

XPS에서 나타나는 Cr, Ti, Mn와 peak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XRD결과에서 산화층

의 초기 부분에 많은 양의 TiO2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200 h이 지난 

후에는 TiO2의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표면에 남아있는 소량의 TiO2에 존재하는 

Ti는 XPS peak에서 여전히 관찰된다. 그러나 early stage에서 형성된 MnCr2O4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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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소량의 Mn(0.04 wt%)는 XPS 결과에서 산화시간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5. Thin-film XRD (a) and XPS analysis results (b) of the surface oxide layer 

of Alloy 617 thermally grown in air at 1100°C. 

 

1100oC에서 Alloy 617의 산화층을 관찰하였을 때, 외부산화층에 다수의 기공이 

존재하며, 산화층의 광범위한 돌출도 보여진다. oxide/metal substrate 계면의 돌출은 

계면 장력, 합금 중 산소 격자의 이동속도의 차이, 산화층의 두께 차이 등을 포

함한 여러 기구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림 4-6에서 oxide/metal substrate 계면의 울

퉁불퉁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즉, Cr2O3의 휘발과 탈락에 의해서 오히려 산화

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6. SEM micrograph of Alloy 617 oxidized for 1000 h in air at 1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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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은 Cr2O3층으로부터 국부적으로 CrO3가 휘발한 모습을 보여준다. CrO3

의 휘발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일어나고, 표면 Cr2O3층의 두께는 점점 얇아

지며 무게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322
3

32 gCrOOsOCr   
 

Fig. 4-7. SEM photo showing the volatilization of CrO3 from the Cr2O3 layer at 

1100°C after a) 24 h, b) 100 h, c) 200 h. 

 

2. Alloy 617에서 크리프 및 응력 파단에 미치는 시효 효과 

650°C 이상에서 10~100 h 동안 시효시킨 Alloy 617은 경도, 인장 강도, 충격특

성에 영향을 받는다 [2]. 하지만, 크리프 특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 h 이상의 

시간에서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시간 크리프 시험에서 시효 효과는 큰 영향

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직 1차 크리프의 초기 단계만이 크리프와 시효

에 따른 석출에 의하여 영향이 받는다. Kihara et al. [23]과 Schneider et al. [34]은 시

효가 1차 크리프 커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둘 다 어닐링 처리된 

Alloy 617의 1차 크리프 거동은 850~1000°C 온도 범위에서 다소 복잡한 것을 관

찰하였다. 크리프 속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구간이 매우 짧게 나타난 후 점차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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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 속도가 증가하여 일정한 속도를 나타낸 후 3차 크리프까지 진행하는 경향

을 보였다. 그림 4-8에 950°C, 30 MPa 조건에서 크리프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1차 크리프 영역은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점점 크리프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관찰할 수 있고, 이 경향은 15% 변형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다른 연구

자들도 크리프 이전의 시효는 초기의 낮은 크리프 속도를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11]. Kihara et al.의 연구에서 1000 h 동안 시효된 시편과 as-received 시편은 

결국 거의 같은 크리프 속도를 보였다. Schneider et al.은 178-8700 h 까지 시효 후 

크리프 실험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시효된 시편이 더 빠른 크리프 속도를 보여주

었다. 그림 4-9에 경향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4-8. A creep curve for the annealed Alloy 617 at 950°C and 30 MPa.; data 

Source: ORNL test. 

 

Fig. 4-9. Reconstructed creep curve showing the effect of aging on the early stages 

of creep at 9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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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방향으로 응력이 가해지는 크리프에서 탄화물은 인장 응력 방향에 수직

된 입계에 집적된다. 응력의 크기에 따라 의존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림 4-

10과 4-11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4-10은 응력이 낮은 시편의 어깨 부근의 미세

조직으로 미세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탄화물은 특별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

다. 그림 4-11은 응력이 높은 곳의 미세조직으로 미세균열이 발생하였고, 탄화물

도 인장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더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Fig. 4-10. Microstructure away from the microcracking area showing the uniform 

distribution of grain boundary carbides after 881 h at 950°C (stress in the vertical 

direction); source: ORN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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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Microstructure in the microcracking area showing the preferential 

distribution of grain boundary carbides on boundaries normal to the tensile stress 

(vertical direction); source: ORN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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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aynes 230의 산화거동 
 

Haynes 230은 Ni-base superalloy로써 W의 첨가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900°C에

서의 Haynes 230의 산화특성을 보고한 Kim et al.의 결과를 보면 [33], 표면 산화층

의 화학조성이 Alloy 617과 조금 다르다.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Alloy 617에

서 형성되는 NiCr2O4 대신에 초기 산화 구간에서는 MnCr2O4 spinel이 주로 관찰된

다. 산화가 진행될수록 MnCr2O4 peak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Cr2O3 peak는 약해진

다. 100 h 산화시험에서 관찰된 몇몇 peak들은 1000 h 시간 산화 후 MnCr2O4 peak

만을 남겨놓고 점점 사라졌는데, 이는 산화층이 충분히 형성되어 x-ray의 투과를 

막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XPS 결과에서 Cr, Mn, O는 산화 초기부터 계속 감지되

는데, 이것은 MnCr2O4가 가장 바깥쪽의 산화층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

다. 

 

 

Fig. 4-12.Thin-film XRD (a) and XPS analysis results (b) of the surface oxide 

layer of Haynes 230 thermally grown in air at 900°C. 

 

산화층의 단면을 그림 4-13에 나타내었다. Line 1-2를 따라 바깥쪽으로 향할수록 

거친 MnCr2O4 입자가 보여지는 반면 line 3-4에서 Mn은 내부 Cr2O3층이 아닌 외

부층에만 포함된다. 이것은 Cr2O3층은 얇은 MnCr2O4 산화층으로 덮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24]. 

 

 28



 

Fig. 4-13. SEM micrograph and EDX line scanning results for Haynes 230 

oxidized for 1000 h in air at 900°C., b) surface oxide, and c) element line scan 

results. 

 

그림 4-14은 900°C, 공기 중에서의 Haynes 230의 oxidation progress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Haynes 230 내의 소량은 Mn은 900°C에서 MnCr2O4층의 형성으

로 인해 외부 Ni-rich oxide의 형성을 줄인다. MnCr2O4 보호막은 Cr2O3층으로의 산

소 침투를 방해하고, 그 결과로써 Cr2O3층의 성장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Fig. 4-10.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oxidation progress of Haynes 230 in air 

at 900°C. a) initial stage, b) steady-stat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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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617과 마찬가지로 1100°C, 공기 중에서 성장한 Haynes 230의 표면 산화층

에 대한 XRD와 XPS결과를 그림 4-11에 나타내었다. 900°C 결과와 유사하게 산화 

초기단계에서 MnCr2O4, Cr2O3 peak가 감지되는데 XPS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Mn, 

Cr, O가 감지된다. 산화가 진행될수록 MnCr2O4, Cr2O3 peak 세기는 감소하고, metal 

substrate는 증가하는데, 이는 산화물의 두께 감소 또는 oxide/metal substrate 계면의 

울퉁불퉁함에 의해 metal substrate와 표면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여 XRD 상에 더 

많이 검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XPS 결과에서 산화가 진행될수록 Mn의 

peak는 감소하는 반면 Cr은 증가하는데 이것은 외부의 MnCr2O4 산화물이 차차 

Cr2O3 산화물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4-15. Thin-film XRD (a) and XPS analysis results (b) of the surface oxide 

layer of Haynes 230 thermally grown in air at 1100°C. 

 

그림 4-12는 1100°C, 공기 중에서 100 h 동안 산화실험을 신행한 Haynes 230 시

편의 SEM 조직사진이다. 1100°C에서 Haynes 230은 Alloy 617과 비슷한 산화층 형

성거동을 보이지만 더 얇은 Cr2O3 layer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spallation과 

volatilization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직사진 관찰 결과로는 MnCr2O4

는 관찰하였으나, TiO2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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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SEM micrographs of Haynes 230 oxidized for 100 h in air at 1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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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He 분위기에서 Ni-base superalloy의 거동 

 

제 1 절 Alloy 617의 부식 거동 [31] 
 

초고온 가스로의 냉각재로는 불활성 기체인 He을 사용하지만, 높은 가동온도

와 원자로 내부 구조물간의 반응 등에 의하여 He 가스에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

고, 혹은 사고 발생 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어 구조재료의 건전성이 손상될 수

도 있다. He의 조성과 농도는 열교환기를 통한 수소 확산과 핵심 금속 재료의 

out-gassing 그리고, 가스 정화 시스템 사이의 동적 평형에 의해 결정된다. 냉각제

의 정확한 조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온가스로의 원자로 디자인에 따

라 변하는데, He 분위기에서 Ni-base superalloy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가스 조성을 이용한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 

He 내에 불순물에 의한 Alloy 617의 부식 현상은 산화, 침탄, 탈탄 등으로 나타

나게 되며, 이미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실험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실험조건에서 온도와 조성 가스의 정확한 조

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Christ et al.은 He 내에 불순물 가스의 조성을 변화시키며 Alloy 617 합금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여 고온부식 미치는 온도와 가스 조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31]. 

표 5-1에 사용된 가스 조성을 나열하였다.  

 

Table 5-1. Compositions of the helium atmospheres.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1000°C에서 150 h 동안 He-H2-CH4 분위기에서 노출

시킨 시편의 표면에는 구형의 입자들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2는 이런 

입자들이 합금의 금속성 돌출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면은 주로 산화되어 

Cr2O3를 형성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산화물이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돌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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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가 일어난 시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때때로 표면 산화물에 둘러싸여 

관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돌출물의 형성 기구에 대하여 그림 5-3에 나타내었

다.  

 

Fig. 5-1. Surface of a specimen exposed for 150 h to He-H2-CH4 at 1273K. 

 

 

 

Fig. 5-2. Cross-section of metallic outgrowths formed in He-H2-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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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formation of metallic outgrowths. 

 

그림 5-4에서는 1173 K에서 150 h 동안 CH4 없는 HHT-He 분위기에서 실험한 

시편의 표면 근처의 사진이다. 석출물이 없는 층 밑으로 탄화물의 농도가 증가한 

영역이 관찰된다. 소량의 CH4를 포함한 HHT-He 분위기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

찰된다. CH4가 없는 환경에서도 약간의 침탄 현상이 일어난 것은 CH4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CH4의 decay는 너무 느려서 흐

르는 CH4에서 방출되는 탄소는 H2O와 반응하여 CO와 H2로 변환된다 [35]. 따라

서 CH4의 역할은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표면 산화층을 형성할 수 있는 H2O

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산화층과 탄화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Quaddakers와 Schuster이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6,37]. 산화 초기

에 Cr2O3 보다 더 산화가 잘 일어나는 Al2O3 등이 먼저 형성되어 계면 근처에서 

산소 분압을 순간적으로 낮추어 탄소의 활동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탄화물이 형

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탄화과정은 치밀한 산화막이 형성되거나 합금 원소의 

고갈이 일어날 때 멈추게 된다. 이 현상은 기술적인 응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표 5-2는 1123 K의 각종 환경에서 150 h 노출 후의 질량 변화를 측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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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를 포함한 조건에서 더 많은 질량증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결

과를 종합할 때, 온도 및 가스 조성에 의하여 산화, 침탄, 탈탄 등이 동시에 발생

할 수 있다. CO의 거동은 온도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으며, Cr2O3와 탄화물을 동

시에 생성할 수 있게 한다. 특정 온도 이상에서 CO는 합금과 특별한 반응하지 

않는다. 이 보다 더 높은 온도 범위에서는 Cr2O3 또는 산소와 합금 내의 탄소와 

반응하여 CO가 형성될 수 있다. H2O와 CO2는 합금의 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화 초기의 몇 시간 동안에는 CO2와 H2O에 의하여 산화 속도가 결정되나, Cr2O3

가 형성되고 나서는 parabolic rate law에 따른 질량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Fig. 5-4. Increased carbide precipitation beneath the surface at 1173 K in HHT-He 

without CH4. 

 

Table 5-2. Mass gains after 15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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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Ni-base superalloy 간의 부식 거동 비교 
 

1. 합금 별 미세구조의 변화 

Alloy 617의 주요 구성원소 중 하나인 molybdenum을 tungsten으로 대체하여 개

발된 합금이 Ni-Cr-W alloy로 대표적인 제품이 Haynes 230이다. 이 제품은 고온강

도와 고온가공성, 구조안정성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시켰을 때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 [38]. Cabet et al.은 고온가스로의 He 분위기에서 고온 산화 거동에 대

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as-received Haynes 230을 1177~1246°C에

서 열처리 후 급냉 후 사용하였다. H2 200 ppm, CO 50 ppm, CH4 20 ppm을 포함한 

He 가스에서 950°C, 813 h 동안 노출시킨 시편의 미세구조를 그림 5-5에 나타내었

다. 표면에 두터운 산화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산화층은 duplex 

구조를 보였는데, 외부에는 Cr-Mn spinel이 있고, 내부에는 Cr-rich 산화물이 있는 

구조이다. 합금과 산화층간의 계면은 거친 형태를 보였으며, 고립된 금속 matrix

가 산화층 내에 존재하였다. 표면 층 밑으로 내부 산화물이 매우 소량 존재하였

는데, Al 산화층은 40 μm까지 침투하였다. 

불순물을 포함한 He 환경은 표면에서의 부식뿐 아니라 합금 내부에서의 미세

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850°C에서 1000~4000 h 시간 동안 열처리를 할 경우 

결정립계에서 2차 탄화물, M23C6이 석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M23C6 type 

lamellar 탄화물은 재료 제조 초기에 있었던 M6C 탄화물에 비하여 더 높은 Cr 함

량을 보였다. 그림 5-5(b)에서 볼 수 있듯이 2차상은 sub-surface zone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으며, 기지 결정립계에서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Fig. 5-5. SEM pictures of the Haynes 230 specimen exposed 813 h under impure 

helium at 950°C a) without and b) with electrochemical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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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에 Haynes 230과 Alloy 617, Hastelloy X의 불순물을 포함한 He 환경에서 

부식 거동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질량 증가 측면에서 Alloy 617이 가장 컸으며, 

carbide-free zone 또한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3. Corrosion characteristics: mass gain, thickness of the dense oxide scale, 

depth of internal oxidation, depth of the carbide-free zone for Haynes 230, Alloy 

617 and Hastelloy X specimens exposed to impure helium at 950°C 

 

 

부식 시편의 SEM사진을 보면 Alloy 617은 불규칙한 형태의 내부 산화층 및 계

면에서의 석출물도 다량 존재하였다. Cr-oxide에 Ti, Mn 등도 많이 포함되었다. 

Hayes 230의 경우 Cr과 Al의 내부산화가 결정립계 근방으로 제한되었다. Hastelloy 

X는 얇은 표면 산화층만을 보였으며, 내부 산화층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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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SEM pictures of Alloy 617, Hastelloy X, and Haynes 230 after 813 h at 

950°C in impure 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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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조성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 [3] 

Cabet 등은 Haynes 230와 Alloy 617의 불순물을 포함한 He 분위기에서의 부식 

특성에 대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합금의 표면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He의 조성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동일한 형태로 제작한 두 재료의 시편을 부식

시켰다. 표 5-4에 실험 조건에 대하여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5-4. Composition of the test helium mixtures: He-1 to He-8 for surface 

reactivity studies (measured critical temperatures TA in right hand side column) 

and He-9 to He-12 for corrosion tests; the equivalent partial pressure of oxygen 

was tentatively calculated considering the equilibrium conditions for the 

reaction of water vapor dissociation at 1173 K with the P(H2) and P(H2O) from 

second and third columns. 

eqP 2

 

 

가. 산화 분위기에서 부식 거동 

1223K, He-9 산화 분위기에서 Alloy 617과 Haynes 230의 부식 시편의 미세구조

를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산화 조건에서 표면에 Cr-oxide가 

발생하였다. 주된 산화 특성으로는 Cr-oxide 층 발달, Al-oxide 내부산화층 발달, 

약간의 탄소 농도 증가, Carbide-free zone의 발달 등이 있다. 이 현상은 다른 문헌

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한 것이다 [38,39]. Haynes 230은 Alloy 617이 비하여 적은 

질량 증가를 보였으며, 미세구조 상으로도 얇은 산화층 두께를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Mn의 확산이 빨리 일어나 축적된다는 것이다 [40]. 이와 같은 Mn의 존재는 

Hastelloy XR에서 연구한 Shindo et al.이 주장한 Mn 석출에 따른 산화저항성 증가

와 맥을 같이한다 [41]. Alloy 617의 경우 Cr-oxide에 Ti이 주로 석출한다 [38,42]. 

산화 초창기에 Al, Ti, Si 등이 oxide/alloy 계면에 석출하나, 고갈이 일어난 직후

에는 반응이 중지된다. Al-oxide의 경우 합금 내부까지 형성된다. Haynes 230의 경

우 주로 결정립계를 따라서 Al2O3가 형성되는 반면, Alloy 617의 경우 계면과 상관

 39



없이 다량의 Al2O3가 석출됨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Al-oxide의 석출은 Alloy 

617에 있는 Al 조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산화층 밑으로 carbide-free zone이 

발달하며, 합금 내부에서는 2차 탄화물의 석출이 발생한다. 

 

 

Fig. 5-7.SEM images with backscattered electron contrast at 20 kV – Cross section 

of the surface of Alloy 230 (a) and Alloy 617 (b) after 813 h at 1223 K in He-9. 

 

나. 환원/탈탄 He 분위기에서 부식 거동 

그림 5-8에 He-10을 이용하여 1222 K에서 부식 실험한 Haynes 230의 미세조직

을 나타내었다. He-10은 Cr-oxide가 불안정해지는 영역의 조성이다. 환원 분위기로 

인하여 합금의 표면에서 산화층이 관찰되지 않았다. 즉, Cr-oxide 산화층의 부재, 

Al-oxide 소량 존재, 탄소 함유량 감소, 1차 탄화물의 용해 및 내부에서 2차 탄화

물이 없는 2차 carbide-free zone의 발생 등이 그 특징이다. 2차 탄화물의 감소는 

결정립계 미끄럼을 유발하여 크리프 파단 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43].  

 

Fig. 5-8. Alloy 230 surface after exposure at 1223 K in He-10; (a) SEM image with 

a backscattered electron at 20 kV after 240 h, and (b) micrograph after 10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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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원/침탄 He 분위기에서 부식 거동 

He-11과 He-12 조건에서 포함된 CO와 CH4은 환원과 탈탄이 가능하게 한다. 이

러한 환경 노출되었을 때, Haynes 230과 Alloy 617의 미세구조를 그림 5-9에 나타

내었다. 주요한 부식 거동으로써는, Cr-oxide의 부재, Al-oxide 형성, 탄소 농도 증

가, 표면 및 내부 탄화물의 석출 등이 있다. 환원 분위기에서 Cr-oxide는 매우 불

안정 해지므로 생성되기 어렵다. 또한 CH4가 표면에서 분해되어 탄소를 공급하

게 되며 여분의 탄소는 표면에 석출하거나 벌크로 확산하게 된다. 탄소의 확산이 

증가할수록 탄소 고용도의 한계로 조대한 내부 탄화물이 형성되게 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 탄화물뿐 아니라, 내부에도 조대한 탄화물이 형

성된다. 시간이 갈수록 조대한 탄화물의 경계는 점점 더 내부로 침투하게 된다. 

XRD 분석결과 탄화물은 주로 Cr2C3나 Cr23C6 형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대한 

내부 탄화물의 석출은 저온 취성을 유발하게 된다. Ennis et al.은 탄화된 Alloy 617

의 상온충격강도, 인장강도, 파단 변형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44].  

 

Fig. 5-9. SEM images with backscattered electron contrast at 20 kV of the surface 

of Alloy 617 (a) and Alloy 230 (b) after 240 h at 1223 K in H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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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초고온가스로의 열교환기 후보재료인 Ni-base superalloy의 기본적인 자료 및 고온 

산화 거동 그리고 He 환경에서의 부식 거동에 대하여 문헌을 조사하고 그 결과

를 요약하였다. 고용강화형 Ni-base superalloy 중 Alloy 617, Haynes 230, Hastelloy 

XR 등은, 고온에서의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며, 특히 공기 중에서 산화물 보호피

막의 형성함으로써 장시간 크리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He 분위

기의 경우, 소량의 불순물 가스가 존재함에 따라서 산화, 탈탄, 침탄 등이 다양하

게 발생할 수 있고, 온도에 따른 거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석출물의 경우, 고온의 실험 조건에 의하여 γ'의 유지가 어려운 

반면, 시효에 의하여 M23C6, M6C 등의 석출이 나타났으며, 매우 장시간 실험을 

할 경우, TCP 상 등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거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스 조성의 변화, 온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재료의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실제 초고온가스로의 재료 선정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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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초고온가스로(VHTR)의 중간열교환기(Intermediat Heat Exchanger)로 Ni-base 
superalloy를 고려하고 있다. 냉각재로 사용되는 고온의 He환경의 경우, 일반적인 

고온 환경과 달리 소량의 불순물 가스에 유무에 따라 산화, 탈탄, 침탄 등이 복

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온에서 Ni-base superalloy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산화 거동과 He내 불순물 가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식 거동에 대

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본 내용에서 Ni-base 
superalloy의 기본적인 특성 및 고온 산화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요약하였고, 
문헌에 보고된 고온 산화거동과 부식거동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Ni-base superalloy의 초고온가스로에서의 사용환경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진행될 실험과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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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Ni-base superalloy is considered as a IHX (Intermediate Heat Exchanger) material

for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The helium environment

in VHTR contains small amounts of impure gases, which cause oxidation,

carburization, and decarburization. In this report, we conducted the literature survey

about the high temperature behavior of Ni-base superalloys in air and He

environments. The basic information of Ni-base superalloy and the basic

metal-oxidation theory were briefly stated. The He effect on the corrosion of

Ni-base superalloy was also summarized. This works would provide a brief

suggestion for the next research topic for the application of Ni-base superalloy to

VH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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