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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정변수 제어로 12Cr ODS 합금내의 미세한 분산 입자와 더불어 기지상의  
   결정립 크기를 미세화함, ECAP 가공을 통하여 bimodal 형태의 결정립 크기  
  분포를 균일하게 변화시킴
 - 12Cr ODS 합금의 미소 경도 값은 ECAP 공정을 통하여 70%정도 상승
- HT-UPS 강의 제조 및 특성평가. ECAP을 이용 나노 결정립화 
- 냉간 압연 후에는 Al 미첨가 Ni-Cr HT-UPS 강이 미세한 쌍정조직을 보다  
  더 잘 발달시키는 것으로 평가. 하지만 Al 첨가 Ni-Cr HT-UPS 강의 경우  
  도 비틀림 변형에 의해서는 ECAP한 316L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서와 비슷  
  한 정도의 활발한 미세 쌍정조직이 발달을 확인 
- Fe-17Cr-12Ni-2.5Mo 합금 및 ODS를 ECAP 가공하고 Fe+, H+ 이온을   
  이용한 이온조사조사 손상 평가, Fe+ 가속전압은 100 keV, 조사량은         
  2.0×1017 cm-2, H+ 가속전압은 120 keV, 조사량은 2.0×1018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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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 조사에 따라 미세조직의 천이현상을 발견, 재료의 결정구조와 방위차   
   분포 변화를 측정
- Fe-17Cr-12Ni-2.5Mo 합금이 Fe+이온 조사 후 FCC 결정구조에서 BCC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성된 BCC 결정립의 크기는 SRIM2012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전산모사에서의 조사 손상 층 예측 깊이와 일치 
- 환원성 가스를 사용하여 ODS 분말을 처리한 경우 산화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탄화물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환원성 가스를 사용한 경우 탄화물  
   크기가 증가하고 부피분율은 감소하는 것 발견
- 탄화물, 산화물 크기가 보론 첨가에 따라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성자소각산란 실험을 통하여 ODS 합금내의 나노 크기 미세구조를 정량적  
   으로 분석,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는 앞으로 미세조직 제어를 통한 물성 최적  
   화에 기여할 것
- 316L 스테인레스 강에서 전단과 역전단 변형에 의한 α´ 발달이 활발하게 나  
   타났고 그 크기도 1 ㎛ 내외로 꽤 많은 분율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
- TEM에서 전자 회절도형을 직접 컴퓨터로 자동 측정하고 계산하여 색인     
   (indexing)하는 ASTAR system을 활용
- 한 장의 BF TEM 사진으로부터 파생되는 상정보, 결정방위 정보, 결정립계,  
   아결정립계, 쌍정, 극점도 등의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

색인어

한글
나노결정립, 등통로각압출,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 이온

조사, 석출물, 상변화, 중성자소각산란, 쌍정, 투과전자현미
경

영어

Nanocrystalline, Equal Chanel Angular Pressing 
(ECAP),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Alloys (ODS), 
Ion irradiation, Precipitate, Phase transform,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Mechanical twinning,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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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나노결정립강의 계면조절을 통한 Gen IV 노심소재의 조사저항성 향상기술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표는 Gen IV 원자로 피복관 후보소재의 결정립 크기와 결정립계 특
성분포를 조절하므로써 조사저항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FCC 결정구조
를 갖는 금속소재에 대해서 나노크기의 결정립 조직을 얻고자 한다. 장기적인 목
표로는 결정립계조절 공정을 통하여 높은 조사저항성과 함께 상당한 연성 그리고 
고온에서 크리프 강도를 충분히 갖는 나노결정립 오스테나이트계강을 확보하는 것
이다.
근래에 미국 오크릿지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오스테나이트계 HT-UPS 강의 경
우 나노크기의 탄화석출물들이 조사 점결함들을 계면에서 흡수함으로써 높은 조사
팽윤 저항성을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강의 결정립 크기를 미
세화함으로써 결정립계 면적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또한 소경각입계 분율을 높이므
로써 조사로 인한 공공의 생성을 늦추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과제에서는 ECAP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공정을 통하여 오스테
나이트계 Fe-14Cr-16Ni강의 결정립을 나노크기 수준으로 미세화 하고 따라서 
결정립계면 면적을 현저히 넓힘으로써 조사저항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결정립계조
절 (Grain Boudnary Engieering : GBE)공정을 통하여 결정립계 특성분포를 조절
하므로써 조사저항성을 높이는 동시에 입계관련 특성들 특히 고온 크리프 특성을 
개선하였다. 조사저항성 평가를 위해서 Fe+ 이온과 H+을 상온 온도영역에서 조사
하고 조사손상층을 정량 평가하였다. 
특히 ECAP 공정이나 GBE 공정 중의 HT-UPS 강에서의 나노크기의 탄화석출물
들과 ODS 강에서의 나노크기의 분산산화물들의 입계와의 상호거동을 분석하고 이
의 조사 cavity 생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 cavity의 생성 혹은 억제
를 위한 소재 및 공정의 최적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 결과가 될 것이다.
ECAP 및 GBE 공정에 따른 결정립 크기분포 및 결정립계 특성분포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서 XRD (X-ray Diffraction),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그리고 각종 전자현미경 (FE-SEM, HRTEM, STEM/EDS/EELS) 
이 활용되었고, 나노크기의 결정립 및 석출물/분산물 입자, 그리고 조사 cavity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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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분석하기 위해서 전자현미경과 함께 중성자를 활용하는 분석기술들 즉, 하나
로의 HRPD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ion) 및 SAN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기술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공정 중의 기계적특성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서 nano-indentation, bulge test, 및 고온 인장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Ⅳ. 연구개발결과

12Cr ODS
12Cr ODS 강을 시험제조하기 위하여 기계적합금화 후 MA 합금분말을 1150°C에
서 고온등압성형한 As HIPped 소재를 ECAP 공정을 통하여 결정립 미세화를 시
도하였다. HIPped 상태에서는 결정립 크기가 뚜렷이 다른 두 개의 크기 분포를 갖
는 bimodal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ECAP 공정을 거친 후에는 균일하고 미세한 결
정립 크기분포를 보여주었다.  

HT-UPS
2차년도부터 수행된 HT-UPS 강의 제조 및 특성 그리고 ECAP을 통한 나노 결정
립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냉간 압연 후 미세조직 분석결과 HT-1 
즉 16Ni-14Cr 기본조성을 가지는 Al 미첨가 HT-UPS 강이 Al 첨가 HT-UPS 
강보다 미세한 쌍정조직을 더 잘 발달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틀림 시
험을 통하여 Al이 첨가된 20Ni-14Cr HT-UPS 강 시편의 경우 ECAP한 316L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서와 같은 미세 쌍정조직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Ion irradiation
ECAP 공정을 통하여 상당한 소성가공을 가하고 또한 결정립이 미세화된 
Fe-17Cr-12Ni-2.5Mo 합금에 대해서 상온에서 Fe+ 이온과 H+ 이온을 조사하였
다. 이온 조사 시 가속 에너지는 Fe+이온의 경우 100 keV, 조사량은 2.0×1017 

cm-2 이었고, H+ 이온 조사의 경우는 120 keV, 2.0×1018cm-2 이었다. SRIM 
2012을 통하여 최대 손상 깊이가  Fe+이온의 경우 약 20 nm로, H+ 이온의 경우 
약 500 nm로 추산되었는데, TEM 관찰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치환
형 이온인 Fe+이온을 조사한 경우 조사손상 부위에서 원래의 FCC 결정구조가 
BCC 구조로 바뀌는 상변화 현상을 관찰하였다. H+ 이온 조사의 경우 조사 기공들
이 다량 생성되는 것을 확인 분석하였다. ASTAR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온 조사에 
따른 재료 결정구조와 방위차 분포 변화를 측정결과를 보면 Fe - 17Cr - 12Ni 
- 2.5Mo 합금이 Fe+ 이온 조사 후 조사손상 영역에서 FCC에서 BCC 로의 상변
화가 일어나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이 생성된 BCC 결정립
의 크기는 전산모사에서의 조사 손상 층 예측 깊이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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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
시험제조한 12Cr ODS강 시편내의 미세 석출물 및 산화물 입자분포를 40M SANS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ODS　시편제조 시 환원성 가스를 사용하여 MA분말내의 
산소를 환원처리하였을때 산화물이 생성되지 않음을 관찰하였고 부가적으로 탄화
물의 부피 분율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탄화물의 크기는 오히려 증
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보론을 ODS 강에 첨가한 경우 탄화물 및 산
화물은 더욱 미세하게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벌크 소재 내에서 이러한 
미세한 석출물 및 분산산화물의 크기 분포 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결과는 향후 
미세조직 제어를 통한 거시적 물성의 최적화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CAP 시험
외부응력에 따른 변형 시 쌍정입계의 발달이 비교적 활발한 316L 스테인리스강의 
전단-역전단 거동을 관찰하고 재료 강화효과 및 내부조직의 미세화에 대하여 논
의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총 전단변형률에서 전단 및 전단-역전단 변형을 한 경
우의 미세조직의 천이 차이 그리고 집합조직의 변화 등을 관찰 분석하였다. 최근
에 개발 소개되고 있는 TEM 모드에서의 전자회절도형을 받아서 분석하는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전단-역전단량이 총합 1.6인 시편을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한 장의 BF TEM 사진으로부터 파생되는 상정보, 결정방위 정보, 결정립계, 
아결정립계, 쌍정, 극점도 등의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나노크기 수준
의 재료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조사저항성이 현저히 개선된 FCC 결정구조의 Gen IV 원자로 피복
관용 소재 개선기술로 쓰일 것이다. 또한 결정립 미세화 및 결정립계 특성분포 조
절 기술들은 조사 저항성 이외에 입계 부식, 공기, 기체, 액체금속 혹은 용융염 등
에 의한 입계 침식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의 고온 크리프 및 
피로 특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 개선을 또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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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Enhanced radiation resistance through interface modification of 
nano-structured steels for Gen IV in-core applications

II. The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increase radiation tolerance in candidate 
alloys for GEN IV fuel cladding through the optimization of grain size and 
grain boundary characteristics. The focus is on nanocrystalline metal alloys 
with a fcc crystal structure. The long-term goal is to design and develop 
bulk nanostructured austenitic steels with enhanced void swelling resistance 
and substantial ductility, and to enhance their creep resistance at elevated 
temperatures via grain boundary engineering. Recently a type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HT-UPS (high temperature ultra-fine precipitates 
strengthened) was developed at ORNL, and is expected to show enhanced 
void swelling resistance through the trapping of point defects at 
nanometer-sized carbides. Reducing the grain size and increasing the fraction 
of low energy grain boundaries should be able to reduce the available 
radiation-induced point defects (due to the increased sink area of the grain 
boundaries), to make bubble nucleation at the boundaries less likely (by 
reducing the fraction of high-energy boundaries), and to improve the strength 
and ductility under radiation by producing a higher density of nanometer sized 
carbides on the boundaries.  

III. The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project nanocrystalline austenitic steels prepared by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ECAP) of Fe-14Cr-16Ni alloy, is suggested to improve the 
radiation resistance of austenitic steels attributing to reducing the grain size 
and increasing grain boundary drastically. High angle grain boundaries would 
act as the sinks for radiation-induced point defects. Grain boundary 
engineering will be also pursued to modify and improve the grain boundary 
character distribution to reduce radiation-induced cavity growth as well as to 
improve the interface related properties, such as high temperature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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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For the estimation of radiation resistance of the ECAP processed 
and grain boundary engineered alloys, He ion and proton irradiation tests was 
conducted at up to 600oC.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nanocrystalline, 
grain boundary engineered, and ion irradiated samples XRD (X-ray 
Diffraction),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electron microscopy 
techniques (FE-SEM, HRTEM, STEM/EDS/EELS) and analytical techniques 
with neutron source such as HRPD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ion) and 
SAN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was utilized. Nanoindentation 
technique,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s is also conducted to evaluate the 
mechanical behavior of the samples.

IV. Results of Research

12Cr ODS
12Cr ODS alloy was fabricated by mechanical alloying and hot isostatic 
pressing(HIP) processes at 1150∘C. HIPped samples were ECAP processed to 
refine grain size distribution and to improve the radiation resistance of 
austenitic steels attributing to the drastically increased grain boundary area. 
While HIPped samples showed definite bimodal grain size distributions (small 
and large grains), ECAPed samples showed equiaxed homogenous grain 
distributions which were induced by the severe shear deformation and 
dynamic recrystallization.  

HT-UPS
The manufacture of HT-UPS alloys and the influence of ECAP processing on 
HT-UPS alloys are discussed. It was observed that the mechanical twins 
were less developed in a 16Ni-14Cr HT-UPS steel, than the aluminum added 
and cold rolled ones. However, the more amount of mechanical twins were 
developed in a 20Ni-14Cr HT-UPS steel, while the aluminum was added and 
processed by torsion. 

Ion irradiation
Fe-17Cr-12Ni-2.5Mo alloys were processed by ECAP, and they were 
implanted with Fe+ and H+ ions at room temperature. The energy of Fe+ ion 
source was 100 keV, 2.0×1017 cm-2, and the energy of H+ ion source was 
120 keV, 2.0×1018 cm-2, respectively. The penetration depths of ions on the 
Iron surface were estimated using a Monte-Carlo simulation (SRIM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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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pth of maximum damaged layer by Fe+ ions 
would be 20nm, and the depth of maximum damaged layer by H+ ions would 
be 500nm, respectively. The estimated depth of damaged layer were well 
agreed with the TEM observation. It was observed that nano sized pores 
were developed while Fe-17Cr-12Ni-2.5Mo alloys were irradiated by 
interstitial H+ ion. The pores were gathered at the defects such as 
dislocations or grain boundaries. Meanwhile,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irradiated sample surface has been changed from FCC to BCC when the 
samples were irradiated by the substitutional Fe+ ions. The crystal structure 
and misorientations in microstructures have been characterized using ASTAR, 
which enables orientation and phase mapping with TEM. The sizes of the 
newly developed BCC grains were matched with the ion irradiation depth, 
which was estimated by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SANS
The size distributions of precipitates and oxide particles in 12Cr ODS alloys 
were analyzed using 40m SANS. After reduction process by Ar-4%H2 
mixture gas, the volume fraction of carbides decreased while the carbides site 
increased. Meanwhile, boron addition was found to be effective for refining 
the sizes of precipitates and oxide particles. SANS provided a 
non-destruc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to measure the distributions of fine 
precipates and oxide particles.       

ECAP
Forward or reverse shearing deformation was applied to 316L stainless steel 
samples with different strain amounts, and the microhardness variations were 
investigated. It was observed that the evolution of α´ martensites was more 
active while the sample was subjected to a reverse shearing after a forward 
one. Moreover, the amount of α´ martensites increased as the shear strain 
amount increased. The hardness value became also higher when the sample 
was subjected to the reverse shearing after the forward one.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of forward and then reverse sheared sample is shown 
using automate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system (ASTAR/REDS), the γ and 
α´ phases were identified and the twin boundaries were distinguished from the 
conventional high angle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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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tion Plans of Research Results

- Enhancing the radiation resistance of FCC material for Gen IV in-core      
   applications.
- Enhancing interface corrosion property from air(vapor), liquid metal, or     
   salinity.
- Enhancing high temperature creep and fatigu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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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Gen IV 원자로 피복관 후보소재의 결정립크기와 결정립계 특성

분포를 조절하므로써 조사저항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FCC 결정구조를

갖는 금속소재에 대해서 나노크기의 결정립 조직을 얻고자 한다. 장기적인 목표로

는 결정립계조절 공정을 통하여 높은 조사저항성과 함께 상당한 연성 그리고 고온

에서 크리프 강도를 충분히 갖는 나노결정립 오스테나이트계강을 확보하는 것이

다. 미국 오크릿지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오스테나이트계 HT-UPS 강의 경우 나

노크기의 탄화석출물들이 조사 점결함들을 계면에서 흡수함으로써 높은 조사팽윤

저항성을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강의 결정립 크기를 미세화

함으로써 결정립계 면적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또한 소경각입계 분율을 높이므로써

조사로 인한 공공의 생성을 늦추고자 한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ECAP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공정을 통하여 오스테

나이트계 Fe-14Cr-16Ni강의 결정립을 나노크기 수준으로 미세화 하고 따라서 결

정립계면 면적을 현저히 넓힘으로써 조사저항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정

립계조절 (GBE; Grain Boudnary Engieering)공정을 통하여 결정립계 특성분포를

조절하므로써 조사저항성을 높이는 동시에 입계관련 특성들 특히 고온 크리프 특

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다. 조사저항성 평가를 위해서 He 이온과 proton을

400-600°C 온도영역에서 조사하고 팽윤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ECAP 공정이나 GBE 공정 중의 HT-UPS 강에서의 나노크기의 탄화석출물

들과 ODS 강에서의 나노크기의 분산산화물들의 입계와의 상호거동을 분석하고 이

의 조사 cavity 생성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조사 cavity의 생성 혹은 억제

를 위한 소재 및 공정의 최적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 결과가 될 것이다.

ECAP 및 GBE 공정에 따른 결정립 크기분포 및 결정립계 특성분포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서 XRD (X-ray Diffraction),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그리고 각종 전자현미경 (FE-SEM, HRTEM, STEM/EDS/EELS)

이 활용되었으며, 나노크기의 결정립 및 석출물/분산물 입자, 그리고 조사 cavity들

을 관찰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자현미경과 함께 중성자를 활용하는 분석기술들 즉,

하나로의 HRPD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ion) 및 SAN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기술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공정 중의 기계적특성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서 nano-indentation, bulge test, 및 고온 인장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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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Texas A&M 대학의 ECAP 연구실에서는 강도가 높은 Ta, NB 합금,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과 고크롬강 등의 ECAP 공정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이의 특성 제반변화들에 대해서 (미세

조직상 및 기계적 특성 등) 보고해온 바 있다.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경우 조사팽윤 및 조사

취화 등의 현상은 Gen IV 원자로의 노심부품 소재로서 예상 운전조건에서 장시간 활용되

기 위해서는 큰 장애물이다. 오스테나이트 강을 조사후의 팽윤 저항성이 우수하고 연성을

충분히 갖춘 소재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통상 소재가 중성자 조사로 인

하여 조사결함들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위스콘신대학에서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GBE (Grain Boundary Engineering)은 304 스

테인리스강의 결정립 크기는 거의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결정립계 특성을 효과적으로 개선

하여 CSL 분율을 크게 향상시켜서 (그림 2) 결정립계 관련 특성들 (예를 들면 부식, 응력

부식균열, 고온인장강도 및 파괴인성, 등)에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인콜로이 800H, HT9, 인코넬 617 등의 주요 미래 원자력 노형의 주요 후보소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정립계 조절을 통하여 결정립계분포를 바꾸어주어서 산화, 부식 등

의 특성을 개선한 바 있다.

제2절 국내의 기술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수년 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코넬 690 합금의 경우 일정 열처리

시 하나의 결정립을 둘러싸고 있는 결정립계 게면 가운데에서도 일부분 어닐링 쌍정과 만

나기 전과 후의 결정립계 단편의 석출거동이 눈에 띄게 다르게 나타나는 ‘selective

precipitation'을 확인한 바 있으며, ODS합금을 이온조사한 경우 이온조사로 생성된 cavity

들이 나노 크기의 분산산화물들의 주위에 특정 결정계면/방위를 따라서 결합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한 바 있다. TEM 분석결과 조사 cavity는 yttria 산화물의 (100) 결정면 상에 우선

적으로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조사 cavity는 특정 계면의 결

정방위와 깊이 상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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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1차년도 연구수행결과

I. ECAP 공정을 위한 시편 준비

1. Fe-14Cr-16Ni model 합금 개스성분 분석표 (일본, 다이도 분석연구실): 탄소 함량 10

ppm 수준

2. ODS 합금 제조

ECAP 공정을 거친 후 결정입계 특성 조절 연구를 위하여 철계 ODS 합금 시편을 준비하였

다. 두 종류의 시편합금을 준비하였는데 하나는 17Cr-12Ni을 함유하는 오스테나이트계이고, 
다른 한 종류는 12Cr을 함유하는 ferritic-martensitic계 이다. 각각의 합금군에 붕소를 함유시

키지 않은 것과 붕소를 미량 함유시킨 것 각기 두 종류씩 준비하여 모두 4종의 ODS합금 

시편을 준비하였다. 준비한 ODS 합금의 명시 조성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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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Nominal composition of ODS alloy samples for ECAP process

ODS alloy
sample I.D

 nomical composition

2101 Fe-17Cr-12Ni-2.5Mo-0.3Ti-0.3Y2O3

2102 Fe-17Cr-12Ni-2.5Mo-0.3Ti-0.3Y2O3-0.002B

2103 Fe-12Cr-1.1W-0.2V-0.14Ta-0.3Y2O3

2104 Fe-12Cr-1.1W-0.2V-0.14Ta-0.3Y2O3-0.002B

합금제조는 직경 약 200 ㎛ 정도의 철 분말과 10㎛ 이하크기의 Cr, Ni, Mo, Ti, W, Ta, B

분말과 20 nm 크기의 Y2O3 분말을 planetary ball mill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합금시켰다.

Planetary ball mill과 금속분말은 아르곤 기체로 분위기 조절이 잘 유지되고 있는 glove

box 내에 보관, 운전하며 ball-to-powder 비는 15:1, 합금화 공정시간은 12시간으로 하였다.

기계적 합금화를 거친 합금분말을 공기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이동하여

탈개스 공정과 용기밀봉을 시켰다. 그리고 열간등압성형 (HIP; hot isostatic pressing) 장치

를 이용하여 100기압의 아르곤 압력 하에서 1150 및 1050℃에서 4시간 유지함으로써 수행

하였다.

ECAP 공정을 위해서는 각각의 HIP 시료로부터 직경 12mm, 길이 150mm의 봉상시편을 두

개씩 절단 채취하였다. 이렇게 채취된 직경 12mm의 봉상 ODS 합금 시편은 한 변이 25.4

mm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사각봉에 끼워넣어 ECAP 공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ODS 시편의 ECAP 공정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될 것인데, 이 장치는 225톤의 정수압식 MTS 프레스를 개조한 장치인데 Cu나 Al 합

금은 물론이고 Ti, Mo, Nb, Ta 등의 다양한 합금들에 대하여 ECAP 공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 ODS 시편의 ECAP 공정은 차기 년도에 수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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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of ODS alloy specimens for ECAP processing

II. ECAP 공정 304L 및 316L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 분석

1. 상용 ODS 합금 및 ECAP 오스테나이트 강의 미세조직 분석

가. ECAP 오스테나아이트강의 미세조직 분석

1) ECAP 오스테나이트강의 개요

분석 대상 재료는 304L과 316L의 상용 오스테나이트강이며 Table.1는 각 오스테나

이트강의 화학적 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ECAP 공정은 1ART와 2B300으로 명명

된 공정으로 각 대상 오스테나이트강을 가지고 수행하였다(그림 1). 1ART는

ECAP과정을 상온에서 1회 수행한 공정을 의미하며 2B300은 300℃의 온도에서 2

회 수행한 공정을 의미한다. 2B300공정은 첫 번째 공정에서 나온 시편을 시계방향

으로 90° 회전후 두 번째 패스를 수행한 공정을 의미한다.

2) 분석방법

미세조직 분석을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으며 저배율 이미지는 STEM

모드에서 수행하였다. 미세한 미세조직 분석을 위하여 SA 및 HRTEM 기법 그리

고 EDS 장비를 이용하여 상분석을 수행하였다. TEM 관찰용 시편제작은 jet

thinner(struers Tenupol-5)를 활용하였다, 전해액은 7.5% 과염소산과 92.5% 메탄

올을 사용하였으며 전해조건은 각각 전압 25V, 온도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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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조직 분석 결과

가) 304L 1ART

그림 2는 1ART 공정을 거친 304L강의 저배율 STEM image이다. 미세하고 평행

한 래스 혹은 plate type의 미세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정한

결정방위에서는 래스 내부의 다수의 밴드형태로 보여지는 contrast들이 쉽게 관찰

되었다. 래스들의 주위에 미세하게 연신된 결정들이 연결되어 있는 미세조직도 관

찰되었다. 그림 3은 주요 구성물인 래스들의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이며 래스들이

γ-오스테나이트와 α′-마르텐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γ-오스테

나이트 래스 사이에 α′-마르텐사이트 래스가 형성되어 있으며 두상은

Kurdjumov-Sach (K-S) 결정방위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회절도형패턴 분석으로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미세한 래스들 간에도 γ-오스테나이트와 α′-마르텐사이트

의 복합형태가 관찰됨을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α′-마르텐사

이트 래스 내부에 새로운 ε-마르텐사이트가 부분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다. γ-오

스테나이트, ε-마르텐사이트와 α′-마르텐사이트간에 다음의 Bogers-Burgers 결

정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111} ║{110}′ ║{0001}
   ║   ′║   

그림 5 에서는 그림 2에서 언급한 래스 내부의 밴드 contrast들이 ε-마르텐사이트

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백nm 넓이의 래스내부의 특정한 방위관

계를 가지며 형성된 밴드들이 ε-마르텐사이트로 분석되었다. 또한 ε-마르텐사이트

래스중간에 수nm에서 수십nm 크기의 α′-마르텐사이트 결정립들이 형성되어 있

었다. 이러한 조직은 ECAP후의 불균일한 strain에 의한 변형 초기 조직으로 판단

되며 변형이 진행될수 록 초기 조직인 γ-오스테나이트에서 ε-마르텐사이트로 마

지막으로 α′-마르텐사이트 형성 및 성장으로 이루어져 그림 3에서 보여지는 하나

의 상대적으로 큰 래스로 만들어진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하나의 ε-마르텐사

이트내에 α′-마르텐사이트 결정립이 형성되어 있어서 strain induced martensite

transformation 이라기 보다는 stress assisted martenstie transformation으로 결정

립이 형성된다고 판단되어 진다.

나) 304L 2B300

300℃에서 2pass로 ECAP한 304L 오스테나이트강의 경우 1ART 시편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여지고 있다. 그림 6은 STEM mode에서 관찰된 저배율 이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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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찰된 전형적인 래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미세조직 내부에 미세한 결정립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dynamic recrystallization에 의한 초미세립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다) 316L 1ART

그림 7은 1ART 공정을 거친 316L의 저배율 STEM image이다. 304L 과 마찬가지

로 미세한 평행한 래스 혹은 plate type의 미세조직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래스를 가로지르는 micro shear bands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는 주요 구성물인 래스들의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이며 래스들이

304L과 다르게 주로 γ-오스테나이트 임을 보여주고 있다. 래스들은 쌍정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면에는 irregular type의 faulted γ-오스테나이트들

이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X-ray 회절 결과에 따르면 ECAP 316L의 경우

304L과 다르게 α′-마르텐사이트 형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림 9는

micro shear bands 내부에 매우 미세한 α′-마르텐사이트 결정립이 존재함을 보

여주고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차하는 faulted γ-오스테나이트와

twin γ-오스테나이트의 배열의 중간에 미세한 α′-마르텐사이트 결정립이 형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이러한 α′-마르텐사이트의 존재는 상당히 제한적으

며 국부적임을 밝혀둔다.

라) 316L 2B300

300℃에서 2pass로 ECAP한 316L 오스테나이트강의 경우 1ART 시편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지고 있다. 그림 10는 STEM mode에서 관찰된 저배율 이미지로 그림

6의 304L 강의 2B300과 다르게 여전히 미세한 래스 형태가 주를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의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미세 조직내에 미세한

결정립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래스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1ART와 다르게 두 개의 planar defects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α′-마르텐사

이트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래스 계면과 래스 내부에 stacking fault bundle로 보

이는 planar defects이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 304L과 316L ECAP 미세조직 차이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강의 변형에 의해서 다양한 미세조직 변화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α′-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는 그 현상중 하나이다. α′-마르텐

사이트로의 변태는 γ-오스테나이트에서 α′-마르텐사이트로의 직접 변태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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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ε-마르텐사이트(HCP structure) 형성에 기인한 α′-마르텐사이트 변태인 간접

변태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ε-마르텐사이트는 stacking fault의 순서로서 설

명가능하다. stacking fault는 perfect dislocation이 두 개의 shockley partials

(b=a/6<112>)로 분해되면서 형성된다. FCC strucuture를 가지는 γ-오스테나이트

(ABCABC stacking of close packed planes)에서 HCP structure의 ε-마르텐사이

트 형성(ABAB stacking of close packed planes)은 FCC 결정의 조밀면인 {111}들

이 부분전위들에 의해서 어떻게 배열하는냐에 의존한다. 모든 조밀 면사이에

shockley partials이 움직이면 mechanical twin이 형성되며 만약 매 두 번째 조밀

면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면 HCP의 ε-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움직임이 불균일(irregular)하다면 면 결함들인 stacking fault bundle 이라고 일

컫는 faulted γ-오스테나이트 또는 faulted ε-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기도 한다. 앞

서 304L 강에 있어서 변형시 ε-마르텐사이트로의 형성에 기인한 α′-마르텐사이

트로의 변태가 촉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316L 강의 경우 ε-마르텐사이

트로의 변태보다는 stacking fault bundle과 mechanial twin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미세조직 관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에서 변형에 의

한 미세조직 변화는 stacking fault energy로 설명할 수 있다. stacking fault

energy가 낮을수록 ε-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가, 높을수록 mechanical twin이 주도

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FCC 와 HCP 사이의 free energy 차이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이 식에서 만약 stacking fault energy( )가 계면 에너지의 값에 해당하는 2보

다 작다면  →이 마이너스가 되어 에너지적으로 ε-마르텐사이트이 안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면에너지는 10mJ/mol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stacking fault

energy가 20mJ/mol보다 작다면 ε-마르텐사이트가 형성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

다.

두 강종에 대한 stacking fault energy는 Scharamm 과 Reed이 제안한 식에 따르

면 각각 304L강의 경우 16.07mJ/mol 그리고 316L강의 경우 44.77mJ/mol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stacking fault energy 가 낮으리라 판단되는 304L 강의 경우는

ε-마르텐사이트변태가 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stacking fault energy를 가지는 316L의 경우 ε-마르텐사이트보다 mechanical

twin 이나 stacking fault bundle이 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304L과 316L의

α′-마르텐사이트 핵생성 구동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가정하였을 경우

stacking fault energy의 차이로 의한 ε-마르텐사이트변태의 활성화를 보인 304L의

경우 α′-마르텐사이트으로의 변태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알 수 있으

며 본 실험관찰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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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마르텐사이트의 형성도 stress assisted transformation 과 strain induced

transformation으로 기구가 나누어질 수 있다. stress assisted transformation과

strain induced transformation의 차이는 plastic deformation에 의해서 형성되는냐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strain induced transformation는 plastic deformation 중에

형성되는 두 개의 planar defects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α′-마르텐사이트 형성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planr defects 들은 stacking fault bundle,

mechanical twin 그리고 ε-마르텐사이트들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304L의 경우

단독의 ε-마르텐사이트 래스내에서 많은 미세한 α′-마르텐사이트들이 관찰되어

strain induced 보다는 stress assited에 의한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ε-마르텐사이트의 형성 자체가 변형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이 두

개의 기구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 316L 강의 경우 α′-마르텐사

이트가 거의 관찰되지 않지만 관찰되는 α′-마르텐사이트가 두 개의 planar

defects 들의 교차하는 영역에서 존재하여 strain induced martenistie

transformation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16L강의 경우 상대적으로 stacking

fault energy가 높아서 ε-마르텐사이트의 형성이 억제됨을 보이고 있다. 그 대신

mechanical twin 이나 stacking fault bundle 이 주로 존재함을 래스 경계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mechanical twin은 에너지적으로 상당히 안정하므로 계속

적인 ECAP 공정에 있어서 dynamic recrystallization의 속도를 늦출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이 300℃에서의 2pass ECAP후에도 평행한 래스 미세조직이 316L강

의 경우 계속 유지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04L 강의 경우에는 래스 미

세조직 보다는 미세한 결정립 형태로 변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

은 304L강의 경우 안정한 twin 계면 보다는 불안정한 계면이 존재하여 변형에 의

해서 쉽게 재배열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CAP에

의한 초미세립 결정립을 제조하는데 있어서는 316L강 보다는 304L강이 보다 효과

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316L 강의 경우에도 합금원소의 미량 조절을 통하

여 stacking fault energy를 제어함으로써 미세립화의 kinetics를 조절할 수 있으

리라 현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극저탄소 오스테나이트강의

ECAP 미세조직 결과를 보여준 Huang등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Huang

등은 상용 오스테나이트 304L 강에 비하여 극저탄소이며 몰리브덴이 거의 함유되

지 않고 Ni 의 함량이 다소 높은 조성을 가지는 모델 합금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ECAP 가공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를 살펴보면 상온에서 1pass ECAP의 경우

304L강에서 주로 관찰되는 ε-마르텐사이트와 α′-마르텐사이트의 존재뿐만 아니

라 mechanical twin에 대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여러차례 ECAP을 통하

여 초미세립 결정립화를 이룰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Huang등이 사용한 재료의

stacking fault energy를 앞서의 Scharamm과 Reed이 제안한 식으로 계산해 볼 때

약 34.134 mJ/mol으로 계산되며 이값은 304L과 316L의 stacking fault energy의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단, Scharamm and Reed이 제안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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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탄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stacking fault energy에 대한 탄소

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34mJ/mol보다는 좀 더 작은 값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stacking fault energy 값으로 살펴볼 때 Huang등이 사용한 모델 합금에서

ECAP시 ε-마르텐사이트뿐만 아니라 304L에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mechanical

twin의 존재함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오스테나이트강에 있어서 stacking fault energy값에 영향을 주는 특히 탄

소와 니켈과 같은 합금조성을 조절이 ECAP에 의한 초미세립화를 제어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상용 ODS 합금의 TEM 분석

1) 상용 ODS (PM 2000)의 개요

상용 ODS PM 2000의 기본 화학조성은 Fe base 합금의 Cr 20wt%, Ti 0.5wt%,

Al 5.5wt% 그리고 Y2O3 0.5wt%로 구성되어있다. 분석대상 PM2000 ODS 강은

KKL4로 명명된 공정에서 직경 60mm과 90mm로 hot extrusion된 시편들과 KKL6

으로 명명된 재결정화 공정을 거쳐 직경 60mm로 고온 압출된 시편들이다.

2) ODS 합금의 미세조직 분석 KKL4 Φ60

가) KKL4 Φ60 PM2000 미세조직

그림 11은 KKL4 Φ60로 압출된 ODS 합금의 저배율 STEM image이다. 다양한 크

기의 산화물들이 미세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는 산화물들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0개의 산화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 크기는 약 17.3nm

로 평가되었다. 그림 13은 20nm 근처의 산화물들의 HRTEM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개의 산화물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방정계(orthorhombic crystal structure)

를 가지는 YAlO3로 분석되었다. 또한 Table 2의 EDS 분석 결과 대부분 Y와 Al의

함량이 1:1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KKL4 Φ90 PM2000 미세조직

그림 14는 KKL4 Φ90로 압출된 ODS 합금의 저배율 STEM image이다. 산화물들

이 미세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는 산화물들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75개의 산화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 크기는 약 16.7nm로 평가되었

다. 80nm크기를 가지는 산화물도 관찰되었지만 대부분 20nm 크기를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은 20nm 근처의 산화물들의 HRTEM 분석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20nm 크기를 가지는 산화물을 분석한 결과 사방정계(orthorhom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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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structure)를 가지는 YAlO3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우 미세한 수 nm 크기를

가지는 산화물의 경우도 YAlO3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화물이 YAlO3로

생각되며 앞서의 KKL4 Φ60과 유사한 산화물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 KKL6 Φ60 PM2000 미세조직

그림 17는 KKL6 Φ60로 압출된 ODS 합금의 저배율 TEM image이다. KKL4 공정

으로 제조된 앞의 ODS와 다르게 결정립 성장에 의해서 비교적 조대한 결정립을

가지고 있으며 산화물들이 미세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8은

KKL6 Φ60의 ODS강 내부에 분산된 산화물들의 크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00

개의 산화물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평균 크기는 약 27.3nm로 평가되었다. 200nm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산화물도 관찰되었고 앞의 두 ODS에 비해서 산화물들이 성

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19는 10nm 근처의 산화물들의 HRTEM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약 10nm 크기를 가지는 산화물을 분석한 결과 사방정계

(orthorhombic crystal structure)를 가지는 YAlO3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우 조대

한 산화물의 EDS 분석 결과 Y이 없는 Al으로 구성된 산화물로 판단되었다(그림

20). 또한 투과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성장된 산화물 내부 중심에 수 nm 크기의

산화물이 존재하고 있음도 관찰되었지만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림

21). 전반적으로 KKL6 공정은 결정립 성장은 물론 산화물의 성장을 촉진시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Fe-Cr 계열 ODS강에서는 AlYO3 이외에도 Y2O3,

Y3Al5O12 등의 다양한 산화물의 존재한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주

로 분석된 AlYO3 이외에도 다른 산화물들의 존재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304L and 316L stainless stee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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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for ECAP process

Figure 2 STEM images in one pass ECAPed 30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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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Bright-field TEM micrograph showing lath microstructure in

the one-pass sample; (b) dark-field TEM micrograph showing

′-martensite laths in the lath microstructure; (c) SAD pattern of
-austenite; (d) SAD pattern of ′-marte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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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Bright-field TEM micrograph and (b) high magnification

TEM micrograph showing lath microstructure in the one-pass sample.

(c)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existence of

-martensite island in ′-martensite lath. (d) FFTP (fast Fourier
transform pattern) images of -martensite, ′-martensite and
-aust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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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STEM micrograph showing another lath in the one-pass sample

(b)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existence of ′-martensite
island in -martensite band and -austenite band. (c)FFTP images of 

-martensite, ′-martensite and -austenite. (d), (e) high magnification TEM

micrographs in another region in the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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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b) STEM images in two pass ECAPed 304L at 300℃. (c), (d)

bright and dark-field TEM micrographs showing the existence of very fine

grain in 2 pass ECAPed 304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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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TEM images in one pass ECAPed 30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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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Bright-field TEM micrograph showing lath microstructure

in the one-pass 316L steel (b)SAD pattern showing the lath consists

of platelets of -austenite and twin. (c), (d) high magnificati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irregular stacking fault bundle

layer between -austenite and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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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d) Bright-field TEM micrographs showing lath

microstructure in the two-pass ECAPed 316L steel (b),(e) high

magnificati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martensite island in the intersection of two deformed -austenite

laths. (c),(f)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showing nanometer

sized ′-martensit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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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TEM images (a), (b) and bright-field TEM micrographs (c),

(d) of two pass ECAPed 316L at 300℃. (e), (f) high maginificat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small austenite grain and the

existence of planar defect in the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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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ize distribution of very fine oxides observed in the KKL4 Φ60

PM2000

Figure 11 STEM micrographs of KKL4 Φ60 P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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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Bright-field TEM micrograph of the

KKL4 Φ60 PM2000 ODS steel. (b)-(d)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and corresponding FFTPs showing

the nanometersized oxides are AlYO3 particle



- 35 -

Figure 14 STEM micrographs of KKL4 Φ90 PM2000

Figure 15 Size distribution of fine oxides observed in the KKL4 Φ90

P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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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b) TEM analysis showing that very fine oxides observed in

the KKL4 Φ90 are AlYO3 particles with orthorhombic crystal structure

Figure 17 TEM micrographs showing nanometersized

oxides in KKL6 Φ60 P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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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ize distribution of very fine oxides observed in the

KKL6 Φ60 PM2000

Figure 19 HRTEM analysis showing that very

fine oxides observed in the KKL6 Φ60 are

AlYO3 with orthorhombic cryst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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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EM and EDS analysis showing the formation of large Y-free oxide

in KKL6 Φ60 PM2000 OD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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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EM micrographs showing the existence of complex oxides

in KKL6 Φ60 PM2000 OD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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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CAP 공정 316L 및 304L 스테인리스강의 DSC 열분석 결과

아래 표의 12종의 시험편에 대해 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열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Netzsch사의 DSC 404C로 모두 10℃/min의 속도로 가열/냉각하면서 측정하였다 (Pt

crucible, Ar 분위기).

1 PM 2000 AR60 KKL4
2 PM 2000 AR 60 KKL6
3 PM 2000 AR 90 KKL6
4 304L AR
5 304L SA
6 304L 2B300
7 304L 1ART
8 316L AR
9 316L SA

10 316L 2B300
11 316L 1ART
12 ODS 1A300

304L AR, SA, 2B300의 경우, 가열시 500~600℃ 구간에서 발열반응 peak이 나타났고,

2B300에서는 약 740℃ 부근에서 추가적인 peak 관찰되었다. 304L 1ART에서는 450~70

0℃ 구간에서 흡열반응 peak이 나타났는데 이는 미세조직 관찰결과에서 나타난 변형에

의해 형성된 α'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분해되어 오스테나이트화 되면서 나타는 것으로 판

단된다. 냉각 시에는 가열시 관찰되었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2. 316L 스테인리스강

316L 스테인리스강 시편의 경우 4종 모두에서 반응 peak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316L 1ART 시편의 경우에도 304L 1ART 시편에서 나타났던 흡열 peak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304L 시편에서 나타났던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상이 316L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판단된다.

3. PM2000

상용 ODS 합금 PM2000의 경우에도, 재결정과 관련된 peak은 관찰하기 어려웠으며 가

열 시 450~590℃ 구간에서 흡열반응이 발견되었다. 이는 냉각 시에도 동일한 온도구간

(570~410℃)에서 발열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재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

며 기지상의 상변태에 관련된 반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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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4L과 316L 스테인리스강

Figure 22. DSC curves of STS 304L (AR, SA, 1ART, 2B300)

Figure 23. DSC curves of STS 316L (AR, SA, 1ART, 2B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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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M 2000

Figure 24. DSC curves of commercial ODS alloy, PM 2000
(AR60 KKL4 & KKL 6; AR90 KK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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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차년도 연구수행결과

I. ECAP 공정을 이용한 결정립 미세화 및 기계적 특성

1. 배경

원전은 운용 특성상 수시로 가동중지를 할 수가 없고 원자로 내 구조재료에 문제가 발

생하여도 교체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원전 운용기간중 지속적인 설비

유지보수를 고려하기 보다는 재료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켜 안정적인 운용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60-80년까지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의 개발을 위해서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재료는 내부식, 내조사 저항성, 최적의 열전도도등의 우수한 특

성을 가져야 한다.[1-3] 특히 원전 가동 중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내부의 공공의 형성

및 성장을 줄이고 특히 고온에서의 계면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세조직을 제어하

는 기술이 필요하며 따라서 결정립계 제어 기술(grain boundary engineering, GBE)이 중

요하다[4, 5]. 현재 석출이나 미세 산화물에 의한 입계고정 효과도 포함하며 입계자체의

에너지를 낮춰 결정립계의 이동성을 낮추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316L 스테인리스 강은 현재 원자로 내부 구조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다

른 스테인리스 강 재료에 비해 약 2.5 wt% 의 Mo 첨가로 인해 부식저항성이 증가하고

고온 creep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9]. Mo가 고용되어 있으면 재료 내

부의 전위이동을 방해하는 특성이 있어 외부로부터 응력이 주어지면 재료내부에서는 교

차 slip 보다는 쌍정이 주로 형성된다. 이는 재료의 stacking fault energy (SFE)와 관련

이 있으며 이러한 미량 합금원소의 영향으로 SFE가 변화되고 교차 slip 혹은 쌍정 등의

미세조직 변화 거동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 쌍정 입계들은 보통 낮

은 입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열기계적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리의

연속적인 열처리 실험을 한 연구결과를 보면 결정립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지만 결정립계 안에 형성된 미세한 쌍정입계의 폭은 상대적으로 크기변화가 심하지 않

음을 보여주고 있다[10-12]. 즉 재료가 열적으로 불안정해져서 결정립계의 이동도가 증가

하면 일반적인 고경각 입계가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쌍정입계의 이동도는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료 내부에 쌍정입계가 고르고 밀하게 분포되면 전체적인 입계

의 이동도가 줄어들어 재료의 기계적 특성, 고온특성도 우수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쌍정

의 밀도를 안정적으로 높이는 결정립 제어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방향으로 고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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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ECAP) 은 강소성 재료가공법으로 전단변형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를 이루게 한다. 초기에는 Aluminum 이나 Copper 와 같은 비교적 쉽게 변

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경량재료에 대해 응용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이나 titanium 합금과 같이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료에 대해서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ECAP 가공중 재료내부에서는 부피의 변화가 없는 단순전단변형이 이루어지며 일

축인장이나 일축압축 또는 평면변형압축등의 경우와는 달리 재료의 축이 회전하는 강체

회전이 포함되는 변형이 일어난다. [13-15] 스테인리스 316L 과 같은 FCC 금속에서 쌍정

이 형성되는 변형 역시 단순전단변형으로 크기가 같은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직각으로

작용하는 변형이므로 ECAP 가공은 쌍정형성에 유리한 변형임을 예상할 수 있다.

산화물 분산강화합금이란 금속 기지상에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산화물 입자를 미세하게

분산시켜 기존의 고용강화 또는 석출경화 효과 이상으로 고온강도를 증대시킨 합금이다

[16-19]. ODS 합금은 기계적 합금화법(mechanical alloying, MA)에 의해 제조되어 목적

조성의 혼합 분말에 볼에 의한 기계적 충돌 에너지를 가해 반복적인 압접과 파쇄의 과정

으로 합금화 하였다. MA법에 의해 제조된 합금은 결정립 미세화 효과가 크고, 미세한 분

산상을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으며 균일한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ECAP 가공법을 이용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스테인리스 316L 재료에 변형을

주어 열기계적 특성이 더 우수한 나노크기의 미세조직을 얻고자 하였으며 또한 나노크기

의 입자 강화효과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산화물 분산강화 합금(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을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개발하여 ECAP 가공법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재료 강화 효과 및 미세조직 제어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오스테나이트 계

열, 페라이트 계열 각각의 ODS 합금을 제조한 후 ECAP 가공을 하여 미세조직을 분석하

고 미세조직변화와 그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를 압입시험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재료내

부에 쌍정 입계 분포나 산화물의 고른 분산은 뛰어난 열적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재료의 고온 특성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실험과정

본실험실에서 MA 방법에 의해 ODS 합금을 제조하였다. 네가지의 서로 다른 조성을 사

용하였고 편의상 시편번호는 각각 #2101, #2102, #2103, #2104 로 명명하였다. 화학조성은

각각 Fe-17Cr-12Ni계의 오스테나이트계와, Fe-12Cr-1.1W의 페라이트계로 구성되었다

(표 1 참조). 기계적 합금화 (mechanical alloying, MA)에는 독일 Fritsch사의

‘Pulverisette5'를 사용하였고, 볼과 금속 분말의 장입 비율은 무게비로 15:1, 회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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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rpm에서 12시간동안 작업하였다.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아르곤 분위기

(99.99%)의 글로브 박스 (Glove Box) 안에서 작업하였고, 합금오염을 방지하고자 목적

조성의 분말을 넣은 후 300rpm의 회전속도로 예비 밀링하여 볼과 용기에 코팅이 되도록

하였다. 제조된 합금 분말은 STS 304 캔에 장입 후 500℃에서 1시간동안 탈기

(degassing)하였다. 이후 1200℃, 100MPa 압력으로 4시간동안 고온등압성형 (hot

isostatic pressing, HIP) 공정으로 시편을 원기둥 형상으로 제조한 후 1050℃에서 압연하

여 열연판재를 제조하였다. 판재 시편은 1150℃에서 1시간 동안 용체화 열처리 후 수냉

하여 최종시편을 얻었다. ECAP 과정에서는 세가지의 서로 다른 ECAP 공정경로를 활용

하였다. 먼저 크게는 ‘1 pass' 와 ’2 pass'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pass'는 상온에서 재료

의 진입방향을 90도 꺾어주는 방법으로 ECAP 공정을 한번 수행한 결과이며 ’2 pass' 는

‘1 pass' 이후 같은 공정을 한 번 더 가하는 방법이다. ’2 pass'법이 두 가지 세부방법으

로 나뉘는데 가공량의 극대화를 꾀한 방법으로 하나는 시편의 진입방향을 기준으로 90도

회전시켜 진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180도 회전시켜 진행하는 방법이다. ‘2 pass'시

에는 상온 가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700-800◦C 의 열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가공이

이루어진 후에는 단순전단변형의 조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단방향과 전단변형 수

직방향에 대해 모두 수직한 횡단 방향에서 시편을 관찰 비교하였다. 그림1(a)에서 ECAP

가공된 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25.4 X 25.4 mm2 의 시편 단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ECAP에 의한 전단띠가 전단방향에 대해 약 45도 방향으로 선명하게 관찰되었다. ODS

시편의 경우는 가공의 어려움 문제로 10mm 직경의 원기둥 형태로 시편을 제작하여 304

스테인리스 캔에 장입하여 간접 ECAP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시편모양은 그림1(b) 에

소개되어 있다. ECAP 가공된 시편의 초기부분 특성상 가공 전 부위와 가공 후 부위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었고 연속적인 미세조직 변화도 가늠할 수 있었다. 변형거동의 기

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공이력에 따라 전단 수직방향과 전단방향을 정의하였다. 가공후의

미세조직 변화는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과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BSD 의 band contrast는 거시적으로 소성

변형과 열처리에 따른 재료의 미세조직변화를 보여주었고 미시적인 조직분석은 TEM 분

석을 활용하였다.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입시험을 실시하고 각 미세조직적 특

성에 따른 경도값을 비교하였다. EBSD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해연마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EBSD 가 시편표면으로부터 결정 방위정보를 얻어내는데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

라 시편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경화 효과를 없에서 경도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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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 ECAP과 미세조직 특성

ECAP 공정에 따른 316L 스테인리스 강의 미세조직변화를 그림 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림 2(a) 에서는 대략 20-30μm 크기의 결정립을 가지는 ECAP 변형전의 미세조직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인 고경각 입계들도 관찰되지만 쌍정입계들의 분율이 30-40%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고른 방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립의 형상들은 ECAP 가공을 거치

면 전단띠 형성방향으로 늘어서고 그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결정립들의 배열은

큰 줄무늬 조직으로 관찰되며 그림 2(b)에 처럼 대략 45도 방위로 변형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결정립 내부에는 높은 밀도의 변형쌍정이 분포하게 되고 쌍정입계들이 그물망 모양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BSD band contrast도 낮아지게 되는데 그림

2(c)에 보면 ‘1 pass' 보다는 ’2 pass' 공정에 의하여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

였다. 재료의 가공경화는 더욱 심하게 이루어져 결정립들의 전단띠 방향으로의 배열 경향

은 더욱 심해지고 띠의 간격도 좁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SEM의 분해능 한계로

EBSD로는 분석해내기 힘든 nano 크기의 미세 쌍정의 형성은 TEM 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다. 그림 3에서 ‘1 pass'와 ’2 pass' 각각의 조건에 따른 EBSD band contrast 와 TEM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a)와 3(b)에서 EBSD의 낮은 band contrast로 관찰되

는 조밀한 부분을 TEM 으로 보면 3(c)와 3(d)에서 처럼 미세한 쌍정입계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pass' 가공이 이루어지면 입계의 밀도도 증가하고 전체

적인 결정립의 크기도 더욱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 pass' 시편에 비해

가공량이 증대되면서 쌍정입계의 안정성이 결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c)에 비

해 3(d)를 보면 직선적인 쌍정입계의 구조보다는 완만한 곡선형태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안정한 쌍정입계의 분포보다 일반적 고경각 결정립계의 증가가 기대

되는 부분이며 불안정한 입계 특성과 축적된 가공량 때문에 쉽게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림 4에서 ‘1 pass'와 ‘2 pass'시편의 경도 분포를 ECAP 가공 전 시편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ECAP 가공을 하면 모재에 비해서 재료의 경도값이

1.5-2배 가량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2 pass' 시편의 경우 ’1 pass' 시편보다

가공경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림 3에 보듯 재료의 미세화 효과는 ‘2

pass' 시편의 경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도 값은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축적된

가공량으로 야기된 결정립계 불안정성이 원인이 되어 ‘2 pass' 시편의 경우 이미 변형과

동시에 회복 효과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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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CAP후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1 pass' 와 '2 pass' ECAP 가공 공정 차이에 의해 미세구조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

음을 위 실험에서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재료내부의 입계의 열적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

해 in-situ 기법을 사용하여 열처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에 보면 재료의 표면을 마

름모 모양의 압입자로 표시하여 그 부위를 연속적으로 추적하여 EBSD 측정한 예를 보

여주고 있다. 먼저 시편 표면을 준비하고 압입 표시를 한 다음 EBSD 측정을 하고 열처

리 이후에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 표면 준비하고 재차 EBSD 측정한 결과들을 얻었다.

열처리는 재료의 재결정 온도 부근에서 700◦C 와 800◦C 두가지 온도로 실시하였고 열처

리 시간은 10분부터 180분까지 변화시키면서 시간 의존적으로 결정립 형상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였다. 먼저 미세조직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 pass'

ECAP 가공된 시료를 열처리하여 EBSD로 관찰하였다. 그림 6에 보면 시편들이 각각의

온도에서 180분 열처리 되는 동안 700◦C 에서는 그림 6(a)에서 6(b)로의 변화에서 보듯

재료의 회복이 주로 이루어지고 800도에서는 그림 6(c)에서 6(d)로의 변화에서 보듯 재결

정이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 6(c)에서와 같이

EBSD band contrast가 어둡게 나온 부분 즉 변형이 많이 되어 결정의 완전성이 좀 더

결여된 부분이 열처리 이후에 그림 6(d)와 같이 재결정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난 점이다.

재료의 변형에 따라 축적된 에너지가 많아지면 재결정되는 구동력도 커져서 재결정된 결

정립의 분율도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1 pass' 시편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결과를 그림 7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재결정 결정립이 관찰

되기 시작한 800도의 온도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여 시간에 따른 재결정 현상의 분율 변화

를 본 결과가 나타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band contrast 가 밝은 쪽에서

재결정되는 결정립들이 많이 관찰되었고 재결정은 되지 않은 회복된 결정립들이 혼재된

가운데 그림 7(a), 7(b), 7(c) 에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결정 결정립의 대략적인 분

율이 20% 정도로 분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비하여 ’2 pass' ECAP 공정이 이루어

진 시료를 열처리한 결과인 그림 7(d), 7(e), 7(f) 에서는 같은 시간의 열처리 동안 재결정

된 결정립의 분율이 80% 정도로 현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band contrast 가

밝은 부분, 혹은 어두운 부분에서 재결정이 일어났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재결정되

는 결정립의 분율이 매우 커진다는 점에서 ‘1 pass' 공정보다 ’2 pass' 공정에 의한 결정

립계의 열적 안정성 정도는 낮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TEM을 이용하여 ‘1

pass'와 '2 pass' 각각의 결정립계의 특성을 상세하게 관찰하였다. 재결정이 활발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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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온도인 700◦C 에서 180분 동안 열처리한 시편을 보면 ‘2 pass'에 비하여 '1 pass' 가

공된 경우 열기계적으로 안정한 입계인 쌍정의 발달이 더 우수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경각 입계를 많이 포함하는 시편보다 입계의 이동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pass' 로 가공된 시편의 경우 쌍정의 발달도 관찰되지만 쌍정입계들의 상호 엇갈림이

다수 관찰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등축정 결정립들도 관찰되었다. 위와 같이 ECAP 가

공이력에 따라 재료내부의 미세조직적 특성 변화가 발생하고 열기계적특성도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ECAP, 회복, 재결정에 따른 경도 변화

ECAP 가공 및 열처리에 의한 기계적 특성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마이크로 압입시험기로

재료의 경도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9에서 700◦C와 800◦C 의 열처리 온도에 따라 형성

된 회복된 결정립과 재결정된 결정립의 경도를 측정한 후의 SEM 및 EBSD band

contrast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ECAP 가공을 하고 나면 그림 4에서 관찰하였

듯이 가공 전 모재에 비해 경도가 커진다. 하지만 이를 열처리 하면 그림9에서와 같이 재

료의 회복되는 효과 혹은 재결정 되는 효과에 따라 경도 값이 서로 다르게 작아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미세조직 관찰 결과를 보면 EBSD band contrast 가 높

을수록 회복된 결정립 혹은 재결정된 결정립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EBSD band contrast가 높을수록 압입자의 크기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림

10에서 미세조직의 변화에 따른 경도값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700◦C에서 열처리 시

소둔 효과에 따라 경도 값이 비교적 균일하게 10-20%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800

◦C에서 열처리 시 재결정 효과에 따라 경도 값이 많게는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재료가 회복되는 경향이 강한 700◦C 열처리 결과의 경우 경도 값

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여 미세조직 역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고 재결정 경향이

강한 800◦C 의 경우는 회복된 결정립과 재결정된 결정립의 분포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

면서 고르지 않은 분포를 보였다. 열처리 온도가 오를수록 점차적으로 재료내부에 재결정

결정립의 분율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도값의 분포도 점차 낮은쪽으로 평균을 이루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4 ODS 합금에의 ECAP 가공

그림 11에서는 ECAP 가공된 ODS steel 재료의 미세조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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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a) #2101, 800°C, 2C (b) #2102, 800°C, 2C (c) #2103, 700°C, 2C (d) #2104,

700°C, 2C (e) #2103, 700°C, 2B (f) #2104, 700°C, 2B 로 각각 다른 조건으로 시험되었다.

‘2 pass' 가공중에는 ECAP 가공틀에 응력한계가 올 정도의 강화효과가 있기 때문에

700-800°C의 비교적 고온에서 이루어졌다. 그 영향으로 ECAP 가공 후에 그림 2 와 3에

서 보여주었던 단순전단에 의한 변형조직이 그리 많이 관찰되지 않았고, 균일한 크기의

둥근 형태의 재결정립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ECAP 전 약 10μm 가량의 비교적 조대한

결정립 크기를 보여 주었던 것에 비해 ECAP 후 각 시편들은 대부분 1μm보다 작은 결정

립 크기를 보여주어서 ECAP 가공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효과를 가늠할 수 있었다. 특히

오스테나이트 결정구조를 가지는 두 시편 (2101 및 2102 시편; 그림11(a), 11(b))는 조성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0.5-1μm의 결정립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페라이트 결정

구조를 가지는 두 시편 (2103 및 2104 시편; 그림 11(c), 11(d))는 같은 관찰 부위내부에

서도 결정립 크기분포가 비교적 넓게 나타났다. 다른 재료와 비교 하였을 때, 비교적 초

기 결정립 크기가 작았던 2103 시편의 경우 ECAP 후에 가장 미세한 결정립 평균 크기

를 보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초기 결정립 크기가 조대했던 2104 시편의 경우 ECAP 과정

을 거친 후에도 2μm 정도의 결정립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ECAP 이후의 결정립 크기는 가공전 초기 결정립 크기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2103과 2104 시편의 ECAP 조건에 따른 결정립 형태를 비교해 보면,

2B 과정을 거친 결정립의 경우 2C 과정을 거친 결정립보다 한쪽 방향으로 길게 늘어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2C 과정의 경우 2번째 ECAP 과정 시 시편을 180° 회전하여

삽입을 하기 때문에 전단–역전단 과정의 변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 시편의 형

상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변형이기 때문에 결정립이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된다. 단순 전단 변형을 거친 재료에서 나타나는 주 집합조직은 FCC의 경우 {111}//SP,

BCC의 경우 {110}//SP로 알려져 있다 [21]. 여기서 SP는 slip plane을 의미한다. 각 재료

의 SP map과 Inverse pole figure를 각각 그림 12 와 그림 13에 도시하였다. Inverse

pole figure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테나이트 구조를 가지는 2101, 2102 시편의 경우

{111} fiber texture가 발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103 시편의 경우는 크게 그

경향성을 따라 가지 않지만 2104 시편의 경우 높은 {110} fiber texture가 발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CAP 조건에 관계없이 단순전단 집합조직 발달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Fig 14와 15는 재료 내에서 결정립계와 쌍정입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Misorientation 간격이 3-15도 사이에 있는 결정을 아결정립으로 고려 하였다. Band

contrast map에서 입계로 추정 되는 라인과 대체적으로 일치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

다. 특히 오스테나이트 구조를 가지는 2101, 2102 시편에서는 쌍정입계 또한 고르게 분포



- 50 -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정립이 다른 재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2104 시편

의 경우, 쌍정입계가 거의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림 16에서는 ECAP

공정을 거치지 않은 초기 시편과 ECAP 공정을 거친 시편들에 대한 Vickers 경도 시험

을 진행 하였다. 총 4번에 걸쳐 측정을 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통해 상대적인 경도를 계

산 할 수 있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재료에 대해 ECAP 공정을 거친 후의

경도가 초기 경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103 시편의 경우 초기

조직이 다른 조직에서 ECAP 후의 미세화 정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초기

경도 또한 높게 측정이 되었으며 ECAP 후에도 가장 높은 경도를 보이고 있다. Vickers

경도 분석을 통해 ECAP 공정을 거치면 결정립 미세화에 의해 재료의 강도가 비약적으

로 상승 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CAP 조건이 다른 (2B vs. 2C) 2103, 2104

재료의 경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번이 경우처럼 2 psass 수준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경도 변화는 ECAP 공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추가적으로 공

정 횟수를 충분히 많이 하는 경우 (예를 들면, 4 pass 혹은 8 pass) ECAP pass 횟수에

따른 경도변화 등을 미세 영역별로 측정해보면 ECAP에 의한 경도 변화를 더욱 더 정확

하게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 결론

이상에서 316L 스테인리스 강 의 ECAP 가공과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

고 열적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ECAP 가공법은 스테인리스 316L의 나노크기 미세조

직 제어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정립의 크기는 ‘2 pass’에 의해 더

욱 미세화 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2 pass’ 가공된 시편보다는 ‘1 pass’ 가공된

시편에서 더 많은 쌍정 입계가 분포함을 알았고 열적안정성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았다. EBSD band contrast 와 경도값 측정을 통해 재료의 가공과 회복, 재결정

등의 미세조직 변화를 정량화 하였고 쌍정입계 분포와 재료의 열적 안정성을 고찰하였다.

ECAP '1 pass' 가공 이후 700◦C 열처리에 의해서는 재료가 주로 회복거동을 보였지만

800◦C 열처리에 의해서는 재결정거동을 주로 보였다. ‘2 pass’에 의해 가공된 재료도 유

사한 미세조직 거동을 보였지만 800◦C 에서 열처리 시 재결정 결정립의 분율이 같은 시

간동안 열처리된 ‘1 pass’ 시료보다 현격히 증가하였다. TEM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

찰한 결과 ‘2 pass’ 시료 보다 ‘1 pass’ 시료 내부에서 더욱 고르게 쌍정입계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았고 일반적인 결정립계보다 열 기계적으로 안정한 특성을 지니는 쌍정입계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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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S 합금의 경우에도 ECAP 공정을 거치면 결정립 미세화가 진행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스테나이트 계열 ODS에서 쌍정의 형성이 관찰되었고 결정립의 미세화 정

도와 결정립 크기 분포도 초기 조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ECAP

공정은 재료의 경도를 비약적으로 상승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ECAP 가공전 초

기 미세조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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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조     성 ECAP 조건 온도 (℃)

#2101 (FCC) Fe-17Cr-12Ni-2.5Mo-0.3Ti-0.3Y2O3 2C 800

#2102 (FCC) Fe-17Cr-12Ni-2.5Mo-0.3Ti-0.3Y2O3-0.002B 2C 800

#2103 (BCC) Fe-12Cr-1.1W-0.2V-0.14Ta-0.3Y2O3 2C 700

#2104 (BCC) Fe-12Cr-1.1W-0.2V-0.14Ta-0.3Y2O3-0.002B 2C 700

#2103 (BCC) Fe-12Cr-1.1W-0.2V-0.14Ta-0.3Y2O3 2B 700

#2104 (BCC) Fe-12Cr-1.1W-0.2V-0.14Ta-0.3Y2O3-0.002B 2B 700

Table 1. ODS sample ID, chemical composition, and ECAP conditions

Fig. 1 (a) The spearhead of ECAP processes 316L stainless steel is shown. Global

coordinate of shear plane normal (SPN) and shear direction (SD) are indexed. (b) The

ECAPed ODS steel is shown. The diameter is roughly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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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orphology of mechanical twinning in microstructure. (a) after '1 pass'

(b) after '2 pass' of ECAP, displayed by EBSD band contrasts. (c) after '1 pass'

(d) after '2 pass' of ECAP, displayed by TEM bright field images.

Fig. 2 Grain maps for (a) before (b) after '1 pass' (c) after '2 pass' ECAP process.

The band contrast variations of SS 316L microstructure are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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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hardness measurements of ECAP processed 316L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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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indent marking to trace microstructure variations during annealing of

ECAPed 316L stainless steels

Fig. 6 Microstructure variation during annealing of 316L stainless steels. (a) before

annealing (b) after annealing at 700◦C for 180 minutes. (c) before annealing (d)

after annealing at 800◦C for 18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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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crostructure variation during annealing of ECAPed 316L stainless steels

at 800◦C with different times. (a) before annealing (b) after 10 minutes (c) after

100 minutes of '1 pass' ECAPed sample. (d) before annealing (e) after 10 minutes

(f) after 100 minutes of '2 pass' ECAPed sample.

Fig. 8 microstructure evolution during 700◦C annealing for 180 minutes. (a) after

'1 pass' (b) after '2 pass' of E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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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evolution of recovered or recrystallized grains and corresponding

micro-indent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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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 between annealing temperatures and microstructure evolutions

and corresponding hardness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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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rain maps of ODS steels after ECAP process are displayed by band

contrast variations. ECAP process conditions are (a) #2101, 800°C, 2C (b) #2102,

800°C, 2C (c) #2103, 700°C, 2C (d) #2104, 700°C, 2C (e) #2103, 700°C, 2B (f) #2104,

700°C, 2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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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Orientation maps of ODS steels after ECAP process are displayed by color

variations. Green is <110>//SP, Blue is <111>//SP. ECAP process conditions are

(a) #2101, 800°C, 2C (b) #2102, 800°C, 2C (c) #2103, 700°C, 2C (d) #2104, 700°C, 2C

(e) #2103, 700°C, 2B (f) #2104, 700°C, 2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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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xture of ODS steels after ECAP process are displayed by inverse pole

figure. ECAP process conditions are (a) #2101, 800°C, 2C (b) #2102, 800°C, 2C (c)

#2103, 700°C, 2C (d) #2104, 700°C, 2C (e) #2103, 700°C, 2B (f) #2104, 700°C, 2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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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ubgrain boundaries of ODS steels after ECAP process are displayed by

misorientation angle between 3-15°. ECAP process conditions are (a) #2101, 800°C,

2C (b) #2102, 800°C, 2C (c) #2103, 700°C, 2C (d) #2104, 700°C, 2C (e) #2103, 700°C,

2B (f) #2104, 700°C, 2B, respectively.



- 64 -

Fig. 15 Twin boudaries of ODS steels after ECAP process are displayed by ∑3

boundaries. ECAP process conditions are (a) #2101, 800°C, 2C (b) #2102, 800°C, 2C

(c) #2103, 700°C, 2C (d) #2104, 700°C, 2C (e) #2103, 700°C, 2B (f) #2104, 700°C, 2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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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Over all hardness variations after ECAP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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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CAP 가공한 304L, 316L 스테인리스강 및 시험 ODS합금의 미세조직 안정성

(DSC 분석 및 OM 관찰)

1. 서론

304L, 316L 스테인리스강은 austenite 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ECAP과 같은 냉간가공에 의해 소성변형이 일어나면 조직의 일

부가 가공 유기 martensite 상으로 변태하게 된다.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은 표면의

부동태 피막(Cr2O3)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냉간가공에 의해 상변태가 일어난다 하

더라도 내식성 변화는 없다. 스테인리스강은 냉간 가공 후 martensite 생성으로 소재

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SC 시험을 통해 상온 ECAP 가공한 304L, 316L 스테인리스강의 온

도에 따른 조직 변화와 재결정 현상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상온에서 ECAP 가공한 STS 304L과 STS 316L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였으며 그 화

학조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NETZSCH, DSC 404C) 시험을 통해 발생되

는 열유속 차이 (difference in heat flow)를 측정하여 이 두 종의 합금에 대한 물리,

화학적 거동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DSC 시험은 0~1,400 ℃ 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승온 속도는 20 ℃/min로 하였다. 시편은 3 x 4 x 1 mm 크기로 가공하였고 DSC

pan과 시편의 접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 1,500 SiC 연마지로 연마 후 초음파

세척을 하였다. DSC 시험 동안 시편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graphite DSC

pan을 사용하였고 아르곤 분위기 (99.99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DSC 실험 후 DSC peak을 중심으로 상하 온도 구간에서 시편을 열처리 하였고 광학

현미경 (OM)과 주사전사현미경 (SEM)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였다. 열처

리 시간은 각 온도에서 1시간씩 이었으며 승온 속도를 분당 5℃ 정도로 낮게하였다.

또한 설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합금시편을 넣어 열처리 온도까지 도달하는 도중 발생

할 수 있는 영향 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열처리 중 산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모든 합금시편은 석영유리관을 이용해서 진공에서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합금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통하여 상(phase)을 파악하고 ECAP 가공을 통해 생성된 상의 분포 및 분율을 측정하

기 위하여 SEM/EBSD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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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SC traces 결과 및 재결정 온도

304L 1ART와 316L 1ART 합금의 DSC 시험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316L

1ART 합금의 경우 발열 피크만 나타난 것과 달리 304L 1ART 합금에서는 흡열 피크

와 발열 피크가 모두 나타났다.

304L 1ART를 620 ~ 1,000 ℃의 범위에서 100 ℃ 간격으로 각각 1시간 열처리 후 광

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Fig 2). 620 ℃에서 열처리한 경우에도

스테인리스강의 일반적인 austenite 조직과 달리 ECAP 가공에 의한 변형조직이 관찰

되었다. 700 ℃에서 열처리 시 일부 재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800 ℃에 이르렀

을 때 시편의 거의 대부분에 걸쳐서 재결정 조직이 나타나 이 구간에서 재결정 온도

를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재결정 온도는 시편의 가공정도에 따라 1시간의 열처리에 의하여 시편 전

체에 걸쳐서 재결정 조직으로 구성되는 온도로 정의하는 바, 본 연구의 304L 1ART

및 316L 1ART 합금시편의 경우 상온에서 가해진 ECAP 가공에 의하여 304L 1ART

시편의 경우 재결정 온도는 750 ℃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상 304 스

테인리스강의 재결정 온도는 900 ℃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정립 크기 범위는

10~30 μm로 보고되어있다. 이번의 경우처럼 ECAP 가공을 통해 상당량의 소성변형이

일어난 304L 1ART의 경우 당연히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재결정이 일어날 것이라 예

측했었던 바 이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6L 1ART 시편을 800~1,000 ℃의 마찬가지로 1시간 열처리 후 광학 현미경을 이용

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Fig. 3). 800 ℃에서 열처리한 경우 여전히 ECAP 가공

에 의한 변형조직이 관찰되었고, Fig 3. (b)에 나타낸 것처럼 900 ℃에서 1시간 열처리

한 경우 시편의 전체에 걸쳐서 재결정 조직이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4L 1ART와 316L 1ART 합금을 각각 900 및 1,000 ℃에서 1시간 열처리 후 결정립

크기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상용 스테인리스강인 STS 304L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10 μm으로 900 ℃에서 1시간 열처리 했을 경우 평균 결정립 크기가 13 μm인 것과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1,000 ℃의 경우 31 μm로 900 ℃ 이상에서 크게 성장했다.

316L 1ART의 경우도 900 ℃에서 평균 7 μm 1,000 ℃에서 34 μm로 크게 성장한 모

습을 보였다.

3.2 ECAP 가공에 의한 α’-martensite로부터 γ-austenite 변태

Fig 1.의 DSC trace에서 304L 1ART의 흡열 피크 분석을 위해 XRD 분석을 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흡열 피크 시작 온도는 465 ℃부터 586 ℃

까지 나타났으며 피크는 526 ℃였고 316L 1ART의 경우 304L 1ART와 달리 흡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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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900 ℃까지 약 100 ℃ 간격으로 1시간씩 열처리한 두 합금의

XRD 분석 결과 304L 1ART의 경우 620 ℃ 미만에서 α’-martensite 상과 γ-austenite

상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620 ℃이상에서 이런 경향은 뚜렷하게 사라졌다.

304L 1ART의 흡열 피크로부터 추산된 α’(martensite) → γ (austenite) 변태 엔탈피

(Δ°Hα’→γ) 값은 7.6 J/gr 수준이었다.

ECAP 가공하지 않은 시편(AR), 그리고 열처리 이전의 ECAP 가공시편 (RT), 그리고

각 온도에서 1 시간 열처리한 시편들에 대한 경도값을 Fig 6.에 나타내었다. 304L

1ART에서 α’ (martensite) → γ (austenite) 변태가 일어난 620~700 ℃ 구간에서 상

대적으로 큰 폭의 경도 저하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4L 1ART 시편에서 α’ (martensite)와 γ (austenite) 상의 분포 및 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SEM/EBSD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α’ (martensite)의

상분율은 43 % 수준이었고, γ (austenite) 상분율은 34 %정도이었다. 그 외 약 23%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은 ECAP 가공에 따른 변형이 남아있는 부분으로서 EBSD 분석

이 수행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결정조직이 흐트러진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3.3. ODS 합금의 DSC 시험 및 미세조직(2103H 2B(2C)700, 2014H 2B(C)700)

Ferritic-martensitic계 ODS강 시편인 2013H의 DSC 시험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

며, 마찬가지로 2104H의 DSC 시험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2103H, 2104H 모두 세 구간에서 피크가 발생하였으며, 2103H 2B700의 경우 736 ℃,

902 ℃, 1,174 ℃에서 DSC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다. 아울러 ECAP 가공을 2차례 수행

한 2103H 2C700 역시 비슷한 구간에서 곡선 변화가 나타났고, 2104H 2B700의 경우

729 ℃, 900 ℃, 1,182 ℃에서 곡선 변화가 나타났다. ECAP 가공을 2차례 수행한

2104H 2C700 역시 같은 구간에서 곡선 변화가 나타났다.

2103H, 2104H 모두 ECAP 가공 횟수에 관계없이 비슷한 온도구간에서 피크가 나타났

고, DSC traces로부터 ECAP 가공 횟수가 피크 발생 온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단, B 원소를 0.002 % 첨가한 2104H 시편의 경우 2103H에 비하여

피크 발생 위치가 근소하게 변화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그 변화 폭이 매우 미약하

여 B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700 ℃에서 ECAP 가공한 2103H와 2104H의 온도별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사진을 Fig

10.~Fig 13.에 나타내었다. 1,250 ℃에서 1시간 열처리하였을 때 B을 0.002 % 첨가한

2104H 합금의 경우 ECAP 가공 횟수와 관계없이 Fig 12. (d), Fig 13. (d)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한 austenite 조직으로 변하였다. 2103H 합금을 1,250 ℃에서 1시간 열처리

하였을 경우 미세조직 형태는 Fig 10. (d), Fig 11. (d)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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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가. ECAP 가공한 304L 1ART와 316L 1ART 스테인리스강 시편에 대하여 DSC 분

석을 통하여 상변태 온도 영역을 확인한 후 열유동 피크 전후의 온도에서 열처리함으

로써 미세조직을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304L 1ART의 경우 재결정 온도는 750

℃ 인 것으로, 그리고 316L 1ART의 경우 870 ℃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나. 304L 1ART 시편에서는 465 ℃부터 586 ℃사잉에 흡열 피크가 나타났고, 이와 달

리 316L 1ART의 경우 흡열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ECAP 가공에 따른 소성

변형 유기 α’ (martensite) 상의 생성과 이의 온도에 따른 상변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XRD 분석 결과 304L 1ART의 경우 620 ℃ 미만에서 α’ (martensite) 상

과 γ (austenite) 상이 나타났고, EBSD를 통한 상분율 측정결과 α’ (martensite)는 약

43 %,, γ (austenite)상은 약 34 %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ECAP 가공한 F/M계 ODS 강의 DSC 시험결과 2103H 2B700 및 2C700의 경우를

2104H 2B700 및 2C700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B의 첨가로 인한 변화는 미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2103H 및 2104H의 DSC 변곡점의 온도위치는 거의 유사한 값들을

보여주었다.

라. DSC traces와 미세조직의 분석 결과 2104H 2B700 및 2C700의 경우 1,180 ℃가

오스테나이트상으로의 변태 온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70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304L 1ART, 316L 1ART stainless steel

specimens

Alloys
Composition (wt%)

Fe Cr Ni Mn Si Mo S N C Cu Co

304L 1ART Bal. 18.19 8.04 1.68 0.30 0.12 0.03 0.08 0.02 0.55 0.16

316L 1ART Bal. 16.94 10.13 1.38 0.47 2.01 0.03 0.08 0.03 - -

Fig 1. 304L 1ART와 316L 1ART 시편의 DSC t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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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304L 1ART의 1시간 열처리 후 광학 현미경 사진, (a) 620 ℃, (b) 700

℃, (c) 900 ℃, (d)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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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316L 1ART의 1시간 열처리 후 광학 현미경 사진, (a) 800 ℃, (b) 900

℃, (c) 1,000 ℃



- 73 -

(a) (b)

(c) (d)

Fig 4. 1시간 열처리 후 평균 결정립 크기 (a) 304L 1ART 900 ℃, 13 µm, (b)

316L 1ART 900 ℃, 7 µm, (c) 304L 1ART 1,000 ℃, 31 µm, (d) 316L

1ART 1,000 ℃, 34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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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각 열처리 온도에서 XRD 분석 결과, (a) 304L 1ART, (b) 316L 1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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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각 열처리 온도에서 경도값의 변화 (*AR: ECAP 및 열처리 하지 않음,

RT: 열처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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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304L 1ART의 EBSD 상분율 측정 결과; yellow: α’- martensite, purple:

γ-aust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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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0. 2103H 2B700 광학 현미경 사진 (a) 2B300 before heat treatment; (b)

heat treated at 1,000 ℃ for 1hr; (c) heat treated at 1,250 ℃ for 1 hr,

and (d) magnified image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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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1. 2104H 2C700 광학 현미경 사진 (a) 2B300 before heat treatment; (b)

heat treated at 1,000 ℃ for 1hr; (c) heat treated at 1,250 ℃ for 1 hr,

and (d) magnified image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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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2. 2104H 2B700 광학 현미경 사진 (a) 2B300 before heat treatment; (b)

heat treated at 1,000 ℃ for 1hr; (c) heat treated at 1,250 ℃ for 1 hr,

and (d) magnified image of (c)



- 81 -

(a) (b)

(c)

Fig 13. 2104H 2C700 광학 현미경 사진 (a) 2B300 before heat treatment; (b)

heat treated at 1,000 ℃ for 1hr; (c) heat treated at 1,250 ℃ for 1 hr,

and (d) magnified image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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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HT-UPS 시험합금 제조 및 기계적 특성 평가

고온용 구조재료로서 고온환경에서의 사용되는 구조재료는 강도 감소, 크립 및 산화가속등의 구

조건전성을 약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고온크립과 산화저항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들

이 진행중에 있다. 그 예로 산화물 분산강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alloys, ODS), 금속간화

합물을 활용한 합금 그리고 니켈 초합금등이 있다. 하지만 매우 높은 가격경쟁력과 기계적 강도,

산화 저항성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그 대안으로 나노크기를 가지는 탄화물 및 탄질화물의 적절한 석출조절을 통한 개선된 스테인리

스강이 최근 대두되었고 이를 High Temperature Ultrafine Precipitate-Strengthed Steel

(HT-UPS)로 일컫고 있다. HT-UPS는 고온인 750~850℃도에서 매우 뛰언 크리프 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산화저항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Al을 소량 첨가함으로써 산화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개선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Al 첨가에 따라

기존의 Cr2O3 산화 저항층을 보다 안정한 Al2O3로 변화시켜서 산화저항성을 증가시켰다. Table 31.

HT-UPS 강 및 개선된 강들의 화학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은 관련합금들의 크립 특성 및

산화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크립 특성을 볼 때 니켈 초합금과 대등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ECAP 공정을 거친 후 결정입계 특성 조절 연구를 위하여 HT-UPS 합금 시편들을 준

비하게 되었다.

Fe Ni Cr Al Si Mn Mo Nb Ti V C B P

HT-UPS Bal 16 14 - 0.15 2 2.5 0.15 0.3 0.5 0.08 0.01 0.04

HT-UPS4 Bal 20 14 2.5 0.15 2 2.5 0.85 - - 0.08 0.01 0.04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HT-UPS and improved HT-UPS4



- 83 -

Fe Ni Cr Al Si Mn Mo Nb Ti V C B

HT-UPS4 Bal 20.2 14.1 2.5 0.2 2 2.5 0.72 0.01 <0.01 0.0138 0

HT-UPS4-LC Bal 21 13.7 2.4 0.22 2 2.4 0.71 0.01 <0.01 0.0036 0.03

HT-UPS Bal 16 13.5 0.04 0.15 2 2.5 0.25 0.25 0.44 0.0118 0.0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HT-UPS series 

Figure 1 Larson Miller parameter of HTUPS series and commercial high

temperature austenitic steels and Ni-base alloy 617 (left) and Oxidation kinetic in

air with 10% water vapor of HT-UPS series and NF709 steel (right)

HT-UPS 합금 제조

결정입계 특성 조절 연구를 위하여 세 종류의 HT-UPS 시편합금을 제조하였다. 하나는 기존의

HT-UPS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두 종류는 개선된 HT-UPS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량을

달리하여 제조하였다. 각 시편들을 HT-UPS, HT-UPS4 그리고 HT-UPS4-LC로 명명하였고 제조

한 합금들의 계획된 조성과 실제 조성을 Table 32에서 보여주고 있다.

시편합금의 제작은 니켈합금을 주로 제조 공급하고 있는 한국진공야금에서 수행하였다. 진공유도

용해로를 이용하여 각 10Kg(두께 55mm)을 주조하였다. 주조 후 1200℃에서 열처리를 통하여 균질

화 처리를 하였고 압하율 30%로 열간압연을 수행하여 두께 22mm로 감소시켰다. HT-UPS 제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논문에 제시된 간략한 정보를 통하여 제작공정을 결정하

였다.

그림 2는 열간압연후의 시편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HT-UPS4 시편을 제외한 두 시편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HT-UPS4-LC 즉 탄소량을 낮춘 강에서 극심한 균열이 발생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조 시에 생성된 델타 페라이트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여 균질화 열처리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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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es of HT-UPS series after thermo mechanical rolling at 1200℃.  

Table 3은 ThermoCalc로 계산된 1200℃ 에서의 안정상과 페라이트 생성 구동 에너지

를 나타내고 있다. 계산에서 참여한 상들은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액상, 그리고 탄

화물 상들이다. 안정상으로 오스테나이트상과 탄화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구동력을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열연이 진행된 HT-UPS4 강에 비하여 페라이트 생성 구동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200℃ 열처리 온도에서의 유지시간을 증가하는 방안과 

HT-UPS 강 제조조성에서 페라이트 구동력을 낮추는 즉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에 대한 

보수적인 수율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안정상 페라이트 생성구동력 (J/mol)

HT-UPS4 오스테나이트, 탄질화물 547

HT-UPS4-LC 오스테나이트, 탄질화물 431

HT-UPS 오스테나이트, 탄질화물 182

Table 3 Stable phases and driving force for formation of ferrite at 1200℃. 

Table 4는 다양한 합금원소 변화에 따른 페라이트 생성 구동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조성은

HT-UPS4 합금조성에서 합금원소를 변화하여 페라이트생성 구동력 변화를 계산하였다. 미량 변화

에도 구동력이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페라이트 형성에 영향을 주는 B 그리고 Ni 원소

에 대한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합금원소 변화에 따른 구동력 에너지 변화를 살

펴봄으로써 합금원소 조절을 통하여 열간압연 시 발생하는 균열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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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페라이트 생성구동력 (J/mol)

B 0.01 495

B 0.02 443

B 0.03 389

Ni 30 1160

Ni 15 252

C 0.1 587

Al 1.5 516

Al 0 412

Table 4 Driving force for formation of ferrite with alloying content at 

1200℃. 

3. HT-UPS 합금강의 특성

HT-UPS강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험조건은 상온, 600, 650, 700 그리고 750도에서 수행하

였다. MTS를 이용하여 0.005mm/sec 의 cross head rate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판상시편으

로 제작하였다. 결함이 많은 HT-UPS4-LC 시편은 제외하였다. 그림 3, 4, 5는 측정된 HT-UPS4강

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그리고 연신율을 미국 ORNL에서 제작된 HT-UPS4강과 비교한 것이다.

Table 5는 비교대상인 ORNL에서 제작된 HT-UPS4의 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KAERI에서 제작된

HT-UPS4 강과 비교하였을 때 Al 함량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다른 조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

고 있지 않았다. 연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편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열간압연 중 발생한 내

부결함에 의해서 상대적인 연신율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인장 및 항복강도 측면에서 볼 때

고온에서도 좋은 기계적 성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열간압연 중 발생하는 균

열을 억제하는 제조공정을 통하여 더욱 나은 기계적 성질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ECAP 공정 및 결정입계 특성 조절 연구를 위하여 높은 기계적 성질과 산화저항성을

가지는 HT-UPS 합금 시편 제작을 목적으로 하였다. HT-UPS강은 아직 상용소재가 아니어서 제

작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편제작에 필요한 제작공정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었으며 그 바탕으로 차기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ECAP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제작

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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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Ni Cr Al Si Mn Mo Nb Ti C B P

HT-UPS4 Bal 20 12 4 0.15 2 2 0.6 0.1 0.1 0.01 0.04

Table 5 Chemical compositions of HT-UPS4 by ORNL 

Figure 3 Yield strength of HT-UP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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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nsile strength of HT-UPS steels

Figure 5 Elongation of HT-UPS4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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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ODS 합금 분석

1 이론적 배경

가. 중성자소각산란 원리

중성자소각산란은 파장이 대략 5 ～ 10 Å인 냉중성자(cold neutron, 에너지가 낮은

중성자)를 사용하는 탄성 중성자 산란방법 중의 하나로써 다른 탄성 중성자 산란에 비해

훨씬 작은 파동벡터 변화(Q = 0.001 Å-1 ～ 1.0 Å-1)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측정할 수 있

는 구조물의 크기 d가 파동벡터변화 Q와 역수관계( )임을 고려할 때 중성자소각

산란으로 측정 가능한 물질구조의 크기가 1 내지 수백 나노미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각 중성자산란 실험은 개별 원자의 분포가 아닌 나노단위의 물질분포를 측정하는 것이

며,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물질의 조성에 따라 그 값이 다른 중성자 산란길이밀도

(neutron scattering length density)의 공간적 분포 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중성자 산

란길이밀도의 공간적 분포와 중성자 산란 단면적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exp · 

〉 (1)

여기서 중성자산란길이는 개별 원자핵의 중성자산란강도를 나타내는 고유값이며 V는 시

료의 부피이다.

실험 대상체가 입자성을 띠고 있을 경우 식(1)은 다음과 같이 변환되어 표현할 수 있

다.




  
 (2)

여기서 는 나노입자의 수밀도, 는 나노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나타내는 형태인자

(form factor), 는 나노입자들의 공간적 배치를 나타내는 구조인자(structure factor)

를 나타낸다. 따라서 입자성을 띤 물질에 대한 중성자소각산란은 나노입자들의 형태와 크

기, 그리고 공간적 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입자들의 공간적 배치는

Coulomb 상호작용 등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은 입자의 모양과 크기에 따른 형태인자와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구조인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중성자소각산란법을 이용한 금속재료내 나노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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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내의 나노 미세구조(나노석출물, 나노기공, 나노크기 개재물)를 중성자소각산

란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대부분의 나노구조물들이 콜로이드등 수용액내의 나노구조체

와는 달리 물리적인 규칙성이 없이 분포하므로 식 (2)에 나타난 구조인자 term은 무시된

다. 그리고 금속재료내에 분포하는 나노 미세구조들은 어느 정도의 크기 분포가 존재하므

로 나노구조에 대한 산란단면적은 나노입자들을 구형입자를 가정하면 다음의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에서 는 산란길이밀도차이를, R은 나노입자의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며 은

형태인자를 나타낸 것이다. 은 나노입자의 크기분포를 나타낸 함수로 일반적으로

log-normal 크기 분포 함수를 사용하며 식 (4)와 같이 주어진다.

 


exp

 

ln  ln  



 (4)

여기에서 ,  그리고 는 스케일 factor, 중앙값, 폭인자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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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a) 지름이 100 Å인 구형입자 및 지름 

40 Å이고 길이 1000Å인 막대기형 입자에 대한 

형태인자 그래프. (b) 입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설명

할 수 있는 구조인자의 예.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석을 이용할 경우 시료의 표면이나 전자빔이 투과가능한 수준

의 두께 범위에 대해서만 미세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중성자산란을 이용하면

중성자의 높은 투과능을 활용하므로 지름 10 mm, 두께 수 mm의 체적에 대한 미세구조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모델 피팅을 통해서 정량적인 미세구조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조재료의 물성과의 상관관계도 한층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다.

다. 하나로 중성자소각산란장치

중성자소각산란장치는 나노크기(1-500 nm) 크기의 미세구조를 분석하는데 가장 효과

적인 분석장치로 알려져 있으며 그 연구대상으로는 고분자, 마이셀, 콜로이드, 복잡유체,

생체재료, 금속 및 세라믹 재료등 넓은 범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물리, 화학, 생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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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과학등의 기초 연구뿐 아니라 산업적인 응용연구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중성자소

각산란장치는 냉중성자를 활용하는 산란장치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장치로 인식되고 있기

에 냉중성자원이 설치되어 있는 연구시설에서는(미국 NIST, 프랑스 ILL 등) 2대 이상의

중성자소각산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완성된 냉중성자 연구시설에서도(미국 ORNL,

호주 ANSTO) 모두 최신 성능을 갖는 중성자소각산란장치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성자소각산란장치가 갖는 탁월한 성능으로 인하여 냉중성자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로에서는 9 m 중성자소각산란장치 건설을 추진하여 2001년 7월 장치를

완성하였고 냉중성자실험동으로 이전하기 전인 2008년 5월까지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

였다. 2009년 하나로의 냉중성자원이 가동된 이후 2010년 초 기존의 9 m 중성자소각산란

장치를 업그레이드한 18 m 중성자소각산란장치와 새롭게 건설한 최신 성능의 40 m 중성

자소각산란장치가 완성되어 냉중성자 실험동 가이드홀에 설치되었다. 두 대의 중성자소각

산란장치는 2010년 10월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11월부터 이용자들에게 개방하여 현재 운

영되고 있다. 냉중성자를 활용하는 중성자소각산란장치는 이전에 원자로 홀에 설치된 중

성자소각산란장치에 비해 중성자빔 강도가 최소 100배 이상 높고 훨씬 넓은 물리적 측정

영역을 확보할 수 있기에 나노, 바이오 분야의 최신연구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는 작은 운동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긴 파장(5-20Å)의 단

색화된 중성자를 사용하며 작은 각도로 산란된 중성자를 검출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장치 길이가 길수록 더 작은 각도로 산란된 중성자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측정영역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중성자소각산

란장치는 중성자원으로 부터 중성자를 단색화 시켜주는 중성자 속도선별기, 빔의 방향성

을 결정하는 콜리메이터, 시료대, 검출기 및 검출기 챔버 순으로 구성된다. 그림 2는 중성

자 소각산란 장치의 개념을 모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2 중성자소각산란장치 개념도

중성자소각산란장치의 성능은 중성자 선속과 함께 운동량 변화 범위(Q-range)로 나타

낼 수 있다. 시료 전 비행거리와 시료-검출기간 거리는 항상 같다고 가정하고 총 장치길

이를 40 m, sample aperture, source aperture의 지름을 각각 1.25, 5 cm로, 검출기의 유

효면적을 1 m x 1 m로 가정할 때 시료-검출기간 거리 및 파장 변화에 따른 측정

Q-range를 도시한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치의 총 길이가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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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경우 측정 Q-range는 0.001∼1.0 Å-1에 이르고 2개의 장치배열로 전체 Q-range

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대형 2차원 검출기(1 m x 1 m)의 넓은 유효면적에 의해 가능

한 것이다. 또한 중성자 광학렌즈를 도입할 경우 0.0007 Å-1에 이르는 최소 Q 값도 얻을

수 있다.

그림 3 장치 배치에 따른 측정 Q-range

중성자소각산란장치는 중성자빔이 입사되는 위치에서부터 단색기가 위치하는 벙커, 콜

리메이터, 시료대, 검출기 탱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4는 40 m 중성자소각산란

장치의 3차원 상세설계도면으로 네 가지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벙커는 납과 보론 함유 폴

리에틸렌이 결합된 차폐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내부에는 장치 셔터, 중성자 속도선별

기, 중성자 모니터, 연결 가이드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다. 벙커 외벽과 콜리메이터 사이에

는 plexiglass로 제작된 attenuator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의 첫 번째 콜리메이터 박스

외벽에는 신속 셔터가 설치되어 있다. 콜리메이터 박스는 진공으로 유지되며 가이드,

aperture, empty, option의 네 가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수평 이송 장치가 박스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첫 번째 박스에는 편극 중성자빔을 생산할 수 있는 투과형 편극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편극 중성자의 편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머지 콜리메이터 박스내부에 균

일한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자석과 연강판으로 구성된 magnetic assembly가

설치되어 있다. 마지막 콜리메이터 박스에는 최소 Q를 얻기 위한 중성자 광학렌즈가 위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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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0m 중성자소각산란장치의 상세설계도면

시료대는 진공을 유지하는 시료챔버와 XY-rotation stage 두 종류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검출기 탱크에 대해 동일한 최소 거리를 유지하며 설치 될 수 있도록 중성

자 빔 방향에 평행하게 두 종류의 시료대 모두 하부에 레일을 설치하여 위치 교환이 가

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검출기 탱크에는 1 m x 1 m 크기의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검출기는 중성자빔 방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최대 50 cm 수평이동이 가능하고, 중성자

빔 방향에 평행하게 최대 19 m까지 이송이 가능하도록 레일위에 설치되어 있다. 검출기

챔버는 비자성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에 설치되는 검출기 이송장치는 알

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검출기 탱크 내부 벽면은 배경 산란을 줄이기 위하여

0.5 mm 두께의 카드뮴이 전체에 부착되어 있다.

2. 실험방법

가. ODS 합금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을 수행한 ODS 합금의 조성은 아래와 같다. 두 종류의 ODS 합

금들은 모두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MA + HiPPing + Hot Rolling 거친 시

료들이다. 각 합금에 대하여 HiPPing 전 degassing 과정에서 환원성 가스를 이용해서

MA 분말을 환원시킨 후에 HiPPing 한 것과 환원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 두 가지에

대하여 시료를 준비하였고 환원성 가스를 사용한 것은 시편번호 다음에 "H"를 붙여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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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Total Instrument Length (m) 40

Detector Dimensions (cm2) 98 cm x 98 cm 

Detector Resolution (cm2) 0.5 x 0.5

Detector supplier ODELRA, 21000N 

Velocity selector supplier ASTRIUM

Max. Selector Transmission (%) 10%

Wavelength range (Å) 4 –20

Wavelength spread (FWHM, %) 10

Removable guide cross section (cm x 

cm) 
5 x 5

Guide coating Ni

Source to sample distance (m) 2 - 20 (steps : 2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m) 1.16 - 19.85

Max. detector offset (cm) 50

Sample diameter (mm) 5 –25

Q-range (Å-1) (with lenses) 0.0007 –1.0

Neutron polarizer YES

Refractive Focusing Optics YES

표 2. 40M SANS 장치의 parameter

기하였다.

#2101 : Fe-17Cr-12Ni-2.5Mo-0.3Ti-0.3Y2O3

#2102 : Fe-17Cr-12Ni-2.5Mo-0.3Ti-0.3Y2O3-0.002B

나.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은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가이드홀에 위치한 40M SANS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표 1은 40M SANS 장치의 주요제원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5는

40M SANS 장치의 전경을 보여준다.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은 시료-검출기간 거리

1.16m, 5.7m, 19.85m 세가지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시료-검출기간 거리 1.16m와 5.7m

조건에서 중성자 파장은 6 Å 이었고 19.85m 조건에서는 7.49 Å 이었다. 19.85m 조건에

서는 측정 Q 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MgF2 Lense를 삽입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

졌다.

측정된 2차원 데이터는 IGOR software에서 구동하는 데이터 reduction 프로그램으로

절대산란강도가 보정된 1차원 데이터로 변환되었다. 변환된 데이터는 중성자소각산란 데

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SAS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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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나로 40m 중성자소각산란장치

3. 결과 및 고찰

가. 오스테나이트계 ODS 합금의 소각산란 실험 결과

그림 6은 4가지 조건의 ODS 합금에 대한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 결과를 도시한 것이

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B 첨가 유무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

조공정중 환원성 가스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TEM

을 이용한 미세조직 분석결과에서도 조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10 nm 정도 크

기의 oxide가 환원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나타나고 환원성 가스를 사용한

조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7은 데이터 해석 프로그램인 SAS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 (4)에 나타난 분

포함수로 2101 합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미세조직 분석결과를 토대로

Cr23C6 탄화물과 Y2O3 산화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fitting 하였고 산화물의 경우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림 7의 왼쪽 그림은 탄화물과 대/소

산화물 각각에 대한 fitting 결과를 보여주며 오른쪽 그림은 세가지 fitting 결과를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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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DS 합금에 대한 SANS 실험 결과

fitting 결과와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8은 2102 합금에 대한 데이터

fitting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9는 그림 7, 8의 fitting 결과를 토대로 산화물과 탄화

물의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환원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

고 제조한 ODS 합금(2101, 2102)에 대한 분석결과 산화물의 경우 10 nm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탄화물의 경우 100 nm 가까운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은 환원성 가스를 이용하여 제조한 ODS 합금(2101H, 2102H)들에 대한 fitting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2101, 2102 합금과 달리 2101H, 2102H 합금의 경우 탄화물 만으

로 fitting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산화물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TEM을

이용한 미세조직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fitting 결과를 토대로 탄

화물의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2는 그림 9와 그림 11에 도시된 결과를 테이블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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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101 합금에 대한 소각산란 데이터 fitt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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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102 합금에 대한 소각산란 데이터 fitt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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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101, 2102 합금에 대한 탄화물과 산화물의 크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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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101H, 2102H 합금에 대한 소각산란 데이터 fitt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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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101H, 2102H 합금에 대한 탄화물 크기 분포 

ODS

Large Y2O3 Small Y2O3 Cr23C7

<R>[nm] Vol.Fraction <R>[nm] Vol.Fraction <R>[nm]
Vol.Fractio

n

2101 7.68 1.34% 2.21 0.50% 73.86 3.85%

2102 7.42 1.22% 1.85 0.52% 63.76 2.91%

2101H - - - - 120.5 0.45%

2102H - - - - 117.2 0.47%

표 3. ODS 합금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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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론 및 고찰

표 2에 분석된 바와 같이 환원성 가스를 사용하여 처리한 경우 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화물 형성에도 환원성 가스 사용은 영향을 미치는데 환원성 가

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탄화물 크기가 증가하고 부피분율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첨가에 따른 영향은 분석결과 탄화물과 산화물의 크기가 B

첨가에 따라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은 크지 않아서 크기 차이

는 대략 수 % 내외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중성자소각산란 실험을 통하여 ODS 합금내의 나노 크기 미세구

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결과는 앞으로 미세조직 제어를 통한

물성 최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계획

앞으로 오스테나이트계 ODS 합금 이외에 페라이트계 ODS 합금에 대해서도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성자 소각산란에서는 나노크기를 갖는 재료내의 불

균일성과 기지간의 산란거리밀도(scattering length density) 차이에 의해 산란강도가 발

생하는데 그 이외에도 나노 크기 불균일성과 기지간의 자화(magnetization) 정도 차이에

의해서도 산란강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성 기지내에 비자성 나노 입자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바자성 입자의 자성산란거리밀도(magnetic scattering length density)는 0 이

고 자성 기지의 경우 일정한 자성산란거리 밀도값이 존재하므로 이 차이에 의해서 산란

강도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강자성체인 페라이트 기지의 합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

성자소각산란 측정시 전자석으로 1 tesler 수준 이상의 자장을 인가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2와 13은 예비실험 결과로 자장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라이트 기지 ODS

합금인 2103, 2104 합금에 대해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자장을 인가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석출물

에 대한 조성 정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0 -

1E-3 0.01 0.1
0.01

0.1

1

10

100

1000

10000

100000

1E-3 0.01 0.1

 

 

  2103H HIP
   Cr23C6

   YTaO4

I(Q
) (

cm
-1
)

Q (A-1)

그림 12 페라이트 기지 ODS 합금(2103H) 에 대한 SANS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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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페라이트 기지 ODS 합금(2104H) 에 대한 SANS 실험 결과 



- 101 -

제3절 3차년도 연구수행결과 및 종합

I. ECAP 가공된 12Cr ODS 합금의 열처리중 미세조직 발달

1. 서론

시험개발한 12Cr ODS 합금에 대해서 미세한 분산 입자와 더불어 기지상의 결정립 크기

를 미세화함으로써 조사 저항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ODS

합금 제조 공정 가운데 하나인 기계적합금화 (mechanical alloying) 공정을 거친 12Cr

MA 분말을 고온등압성형을 한 후 HIPped 중간소재를 ECAP 공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HIP 공정 이후 통상적으로 거치는 열간압출이나 열간 압연 공정을 대신하여 severe

plastic deformation 가공법 가운데 하나인 ECAP 공정을 거침으로써 기지상의 결정립 미

세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세화 공정을 거친 시편을 재결정을 포함한 상변태 및

미세조직변화를 고찰하고자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이용하여 열분석

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피크 전후에서 열처리를 하여 해당

피크 온도를 변화를 미세조직 상에서 확인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12Cr ODS HIP 소재를 700°C에서 ECAP을 한 차례 수행한 후 시편을 길이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90도 회전시킨 후 또 다시 한 차례 ECAP을 수행하였다 (2B 700). ECAP 하기

전의 시편과 ECAP 한 후의 시편 두 경우에 대해서 미세 경도시험을 수행하였다. 미세경

도 시험은 부하하중 500gr중, 유지시간 10초로 일정하게 하였고, 각각 10차례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2Cr ODS 2B700 시편을 DSC를 이용하여 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장비는

NETZSCH, DSC 404C 이었고 상온에서 1400°C까지 승온시키며 발생되는 열유속 차이

(difference in heat flow)를 측정하여 이 합금 시편에 대한 물리, 화학적 거동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본 DSC 시험에서 승온 속도는 5°C/min로 하였다. 시편은 3 x 4 x 1 mm 크

기로 가공하였고 DSC pan과 시편의 접촉이 충분히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 1,500 SiC

연마지로 시편 표면을 연마 후 초음파 세척을 하였다. DSC 시험 동안 시편의 산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graphite DSC pan을 사용하였고 아르곤 분위기 (99.99 %)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DSC peak 전후로의 미세조직 변화를 살펴보고자 850, 980, 1000, 1250°C에서 각각 1시간

씩 유지한 후 수냉하였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사현미경 (SEM)을 이용하여 미세조직 변

화를 관찰하였다. 열처리 시 열처리로가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 시편을 장입함으로써

시편이 열처리 온도까지 도달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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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가열되도록 하였으며 열처리 중 시편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시편은

석영유리관에 밀봉하여 진공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시편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SEM/EBSD를

활용하여 상(phase)을 파악하고 또한 열처리 조건에 따른 상 분율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2Cr ODS 합금시편이 ECAP 공정을 거치기 전과 거친 후의 (2B 700) 시편에 대한 미세

경도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1). ECAP 하기 전에 비하여 ECAP 한 시편의 경

우 경도값이 시험기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1에 보여주고 있는데 비커스

경도치가 각각 155 및 261로서 ECAP으로 인한 경도치 증가분이 68%에 달하였다. 하지

만 이는 상온에서 측정한 값으로서 고온에서도 경도 및 이와 같은 기계적 강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ECAP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세조직이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Fig. 2에 ECAP 전후의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

다. ECAP 전에 시편은 두가지 다른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갖는 bimodal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ECAP 공정을 수행한 이후에는 결정립 큭기 미세화가 상당히 일으났으나 bimodal

형태의 결정립 크기 분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CAP을 거친 12Cr ODS 시편의 DSC 시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세 온도영역에

서 피크가 발생하였으며, 2103H 2B700의 경우 729°C, 900°C, 1,182°C 부근에서 DSC 곡

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729°C에서의 피크는 재료의 자성변태에 해당하며, 900°C에서

의 피크는 α → γ 상변화에, 그리고 1180°C에서의 피크는 γ  → α 변태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이해한다.

그림 4에 700°C에서 ECAP 가공한 12 Cr ODS 시편을 1080, 1200, 1250°C에서 1시간 열

처리한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내었다 1080°C에서 열처리한 경우에도 결정립

조직이 bimodal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1200 및 1250°C에서 열처리한 경우에는 결정립

모양이 등축정의 비교적 균일한 α상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BSD 기술을 이용한

phase map (Fig 5) 및 pattern quality map (Fig. 6)을 보아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BSD를 통하여 열처리 조건에 따라 α 상 및 γ 상의 분율변화를 측정하였는

데 850, 980,1250°C에서 1시간 열처리한 경우 γ 상의 분율이 각각 7, 15, 2%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Fe-Cr 2원계 상태도와 비교하면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EBSD를 통하여 측정되는 상 분율값은 기존의 자성특성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값보다는

다소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ECAP으로 생성되는 미세 결정립 구조가 열처리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는

데 이를 바탕으로 열적 기계적 공정을 거침으로써 미세조직 특히 결정립계의 특성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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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12Cr ODS 합금의 ECAP 가공을 통하여 bimodal 형태의 결정립 크기 분포 양상이 약화

되었고 결정립 미세화가 상당히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소 경도 값은 ECAP

공정을 통하여 68%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Bimodal 결정립 크기 분포는 DSC 분

석결과 γ → α 상변태 온도로 확인된 1182°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하는 경우 상변화에

의하여 단일 결정립 크기분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에는 상변화로 인

하여 결정립의 모양은 등축정이며 크기 분포는 매우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2

Cr ODS에서 반복적인 열처리 및 강소성 가공을 통하여 결정립계 특성을 조절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 온도 이하에서 수행해야할 것이며, 단일 결정립 크기 구조를 우선적으로

원하다면 그리고 결정조직에 따른 이방성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α → γ 상변태를 이용하

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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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hardness of 12Cr ODS alloy specimen, before and after ECA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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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Optical micrographs 12Cr ODS alloy specimen, (a), (b) before 
and (c), (d) after ECA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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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SC result of 12Cr ODS specimen; 25 to 1400°C with 5°C/min in A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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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c)

(d)
Fig. 4 Optical micrographs 12Cr ODS alloy specimen (a), (a') 2B 700, and

heat treated for 1 hr at (b) 1080°C, (c) 1200°C, (d) 12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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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EBSD phase map of 12 Cr ODS specimen, ECAPed and then heat

treated for 1 hr at (a) 850°C, (b) 980°C, (c) 1000°C, (d) 12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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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EBSD pattern quality map showing each corresponding phase in 12 Cr

ODS specimen, ECAPed and then heat treated for 1 hr at (a) 850°C,

(b) 980°C, (c) 1000°C, (d) 1250°C (yellow: alpha phase, violet: gamma

phase, black: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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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ase fractions with different heat treatment temperatures

of ECAPed 12Cr ODS alloy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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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HT-UPS 강의 미세조직 제어

1. 서론

신형원자로의 피복관 후보소재의 미세조직 특성 (결정립 크기, 계면특성 및 분포 등)을

조절하여 조사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오스테나이트계

Fe-14Cr-16Ni 강과 함께 나노 산화물이 분산되어 있는 ODS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강 및 나노 탄화물이 존재하는 HT-UPS (High Temperature Ultrafine

Precipitation Strengthened) 강 등은 조사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연구과제에서 관심

을 가지고 있는 합금들이다.

그 중 HT-UPS 강은 미국 오크릿지 국립연구소(ORNL)에서 오스테나이트 강에 나노크

기 수준의 매우 미세한 탄화물을 석출시킴으로써 조사저항성 개선을 위해서 처음 개발하

였다 [1]. 결정 내와 결정립 계면에서의 매우 미세한 MC 탄화물 분산은 fast reactor와

fusion reactor등의 장시간 운전 후 보이드 스웰링과 결정립계면의 헬륨 버블에 의한 취

화등의 재료 열화에 강한 저항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원자로 운전중과 장시간 열처리에 의한 미세한 MC 탄화물 분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합금화 법칙들이 요구된다 [1, 3].

1) Reactant effect: Ti, V, Nb 그리고 C은 직접적으로 탄화물의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합

금원소인 Cr과 Mo이 최소화된 미세한 MC 탄화물을 석출시킨다.

2) Catalytic effect: B과 P는 미세한 탄화물 형성을 조장하지만 Si, Nb 그리고 Ti은 조대

한 Laves 상과 상들을 조장하여 미세한 탄화물 형성을 억제한다.

3) Inhibitor effect: Ni, B 그리고 P 등의 합금원소는 Laves 과 상을 억제시킨다.

4) Interference effect: N은 TiN을 형성시킬 수 있어 TiC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미세한 MC 탄화물들은 냉간압연 (20~25%)에 의한 높은 전위 밀도를 가지는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석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 3].

위의 합금화 법칙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높은 조사 저항성을 가지는 HT-UPS 강은 더불

어 700도 근방에서의 높은 크립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150~1200°C

에서 어닐링 처리와 2~5% 의 냉간압연한 HT-UPS 강은 다른 17-14CuMo, Esshette

1250 심지어 NF709 와 비교하여 우수한 고온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4, 5].

그러나 14 wt% Cr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HT-UPS 강은 상대적으로 산화저항성이 취약



- 112 -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HT-UPS 강의 기본조성에 Al을 첨가함

으로써 더 높은 산화특성을 갖는 합금개발이 수행되었다 [6]. Al 첨가와 함께 여타 합금

원소들의 조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합금의 산화층 피막은 Cr2O3에서 Al2O3로

바뀌고 고온 산화 특성이 개선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원자력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고온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HT-UPS

강의 제조, 미세조직 및 석출물 분석 그리고 소성변형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고

조사 저항성 개선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2. HT-UPS 합금 제조

본 연구에서는 미세조직 특성 변화 등을 관찰, 분석하고자 4종류의 HT-UPS 합금을 시

험제조하였다. 진공유도용해 (VIM; Vacuum Induction Melting) 법을 이용하여 각 20kg

정도의 잉곳을 주조하였다. 주조 잉곳은 1200°C에서 두께 감소율 50~75% 수준으로 열간

압연을 수행한 후 공냉하였는데 균열이 다소 발생하여, 압연 온도를 1100°C로 낮추어 다

시 열간압연을 수행하였다. 열간 압연 후 각 시험판재들은 1200°C에서 3시간 어닐링 후

급냉하였다.

또한 소성변형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 분석하기 위하여 17% 냉간 압연을 수행하

였고, Al이 2.5wt% 첨가된 HT-2 강을 대상으로 강소성 (severe plastic deformation) 거

동을 모사분석하고자 비틀림 시험(torsion test)를 수행하였다. 시험제조된 각 합금의 화

학조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3. 열간 압연 후 미세조직

1100°C에서 열간압연한 합금 시편들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을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

경을 이용하여 관찰 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HT-1, -2, -3 세 시편 모

두 매우 조대한 결정립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가지 크기의 크고 작은 석출물들이 기

지 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HT-UPS 강의 화학조성 (HT-0 : 이전년도 제작합금)

Fe Ni Cr Al Si Mn Mo Nb Ti V C

HT-1 bal 15.6 13.9 - 0.30 2.0 2.5 0.44 0.19 0.54 0.085

HT-2 bal 20.0 13.9 2.2 0.39 1.9 2.5 1.70 0.06 0.07 0.086

HT-3 bal 19.4 13.9 2.3 0.29 1.9 2.5 1.60 0.08 0.07 0.013

HT-0 bal 20.0 12.0 4.0 0.15 2.0 2.0 0.60 0.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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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간압연 시편의 광학현미경 사진 (a) : HT-1, (b) : HT-2, (c) : HT-3

그림 2, 3, 4는 각 합금 시편들에서 관찰된 석출물들을 SEM, TEM 및 HRTEM을 이용

하여 관찰, 분석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Al이 첨가되지 않은 HT-1 합금의 경우 조대

한 (Ti Nb) 탄화물과 Mo를 함유한 미세한 석출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M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미세한 석출물들은 Mo, Cr, Fe, V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Mo 함량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정확한 상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림 2). Al이 함유된 HT-2 강 및 Al 첨가 저탄소 강인 HT-3 강 시편의 경우 조대한

Nb 탄화물과 미세한 Nb 탄화물들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EM 분석 결과를 통하

여 대부분의 미세한 탄화물들은 Nb의 함량이 매우 높고 FFT 분석을 통하여 면심입방

(bcc) 구조를 갖는 NbC로 분석되었다.

그림 2 열간압연 HT-1 시편의 전자현미경 분석(a-b) SEM-EDS, (c-d) TEM-EDS,

(e-f) HRTEM and FFT (Fast Fourier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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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열간압연 HT-2 시편의 석출물 전자현미경 분석 (a-b) SEM-EDS, (c-d)

TEM-EDS, (e-f) HRTEM and FFT.

그림 4 열간압연 HT-3 시편의 전자현미경 분석 : TEM-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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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Ti, V 등 탄화물 형성 원소들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는 HT-2 및 HT-3 강 시

편들의 경우대부분의 탄화물들은 Nb 함량이 높은 NbC 탄화물로 분석되었고, 저탄소

HT-UPS (HT-3) 강의 경우 탄화물들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닐링 후 미세 석출물 변화

그림 5는 어닐링 후 급냉한 HT-1 및 HT-2 시편들 내 석출물들의 TEM 관찰, 분석결과

들을 보여주고 있다.

Al이 첨가되지 않은 HT-1 강에서는 미세한 Nb, Ti 탄화물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열간압연 후 공냉한 시편에서 쉽게 관찰되는 Mo 함유 탄화물들은

HT-1 강 시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석출물의 경우 Ti,Nb 탄화물로 분석되

었다. Al이 첨가된 HT-2 강 시편에서도 미세한 Nb 탄화물이 기지 내에 석출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Al 첨가 저탄소 HT-3 강 시편의 경우 TEM 분석에 따르면 HT-2 강

시편에서와 달리 탄화물들이 더 미세하게 석출되며 수 밀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었다.

그림 5 어닐링 열처리된 HT-1, HT-2 시편의 석출물의 전자현미경 분석(a), (b): HT-1;

(c), (d): H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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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개발합금의 고온에서의 상평형을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Thermo-Calc 프로그램

(version-M)을 이용하여 열역학 계산을 수행하였다. 오스테나이트상, Laves 상, M6C,

M23C6, (Nb, Ti)C를 안정상으로 두고 1200°C에서의 안정상 계산 및 400°C ~ 1300°C 온

도구간에서의 상변화를 계산하였다. 표 2는 1200°C에서 Thermo-Calc 프로그램으로 계산

된 (Nb, Ti)C의 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탄소함량이 적은 HT-3 강에서는 탄화물의 분율

이 1/10 이하로 낮게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상기 온도범위에서의 각 시편들에서의 상변화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b

함량이 증가하고 C 함량이 감소하면 Laves 상의 석출 온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T-2 및 HT-3 강 시편에서 NbC 이외의 Laves 상의 석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열간압연 후 공냉과 어닐링 후 급냉으로 인하여 안정상들이 석출할 충분한 시

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TEM 에서 Laves 상의 존재는 관찰되지 않았다. NbC 석

출은 침입형 원소인 탄소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공냉 중에도 해당 온도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석출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어닐링 온도가 1100°C 이하일 경우

HT-2 강과 특히 HT-3 강의 경우 Laves 상의 석출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2 Thermo-Calc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1200°C 에서의 (Nb, Ti)의 분율

HT-UPS (1200°C) mole fraction

HT-1 5.3x10-3

HT-2 8.0x10-3

HT-3 7.8x10-4

그림 6 온도에 따른 각 시험합금 시편의 상변화 계산결과 (a) HT-1, (b) HT-2, (c)

HT-3,



- 117 -

5. 가공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

냉간가공에 따른 HT-UPS 강의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열간압연하고 어닐링

한 시편에대해서 두께감소율 17%로 냉간압연을 수행하였다. 그림 7은 냉간압연된 시편들

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Al을 첨가하지 않은 HT-1 강은 냉간압연에 후 미세한 쌍

정조직이 발달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Al 첨가된 HT-2 및 HT-3 강 시편에서는

쌍정조직은 발달되지 않았으며 내부에 많은 전위들이 생성되고 분포하고 있는 것이 관찰

되었다. Schramn의 합금원소에 대한 stacking fault energy (SFE)의 예측식 [7]에 비추어

보면 Cr 함량이 높은 HT-2 및 HT-3의 시편의 경우 HT-1 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SFE가 예상된다. 또한 HT-2와 HT-3 강 시편은 HT-1 강과 비교할 때 산화 저항

성을 높이기 위하여 Al을 첨가한 것들인데, Ni-Cr 계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SFE에 대하여 Al 합금원소의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지만 최근 고 Mn 오

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서 Al을 첨가할 시 SFE가 상승한 연구결과 [8]를 비추어볼

때, Al 첨가량에 따라 SFE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HT-1 강에 비하여 HT-2

및 HT-3 강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SFE로 인하여 17% 냉간가공에 의해서는 쌍정 조직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냉간압연된 HT-UPS 강 시편 미세조직(a), (b) HT-1, (c) HT-2, (d) H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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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비틀림 시험후 HT-2의 미세조직(a-b) TEM (c) 전형적인 쌍정 조직을 확인해 주

는 FFT

상대적으로 높은 SFE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HT-2 강을 대상으로 비틀림 시험

(torsion test)를 수행하였다. 직경 5mm, 길이 10mm의 봉상 시편을 준비한 후 상온에서

비틀림 시험을 수행하였다. 비틀림 시험에 의한 전단 변형률은 약 1.25~1.6 사이로 추산되

며 표면에 근접한 부위를 채취하여 미세조직을 관찰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결과에서

316L 시편을 상온에서 1회 ECAP 수행한 경우 매우 미세한 쌍정 및 stacking fault

bundles 등이 발달한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전단변형 조직들의 교차지점에서 매우 미세한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상이 관찰된 바 있었다. 그림 8은 HT-2 강의 비틀림 시험 후 미

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316L 및 304L 스테인리스강을 ECAP 가공한 후 관찰되는 미세

한 쌍정 및 stacking fault bundles 조직들이 매우 발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ECAP

(~1)보다 높은 전단변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316L과 달리 마르텐사이트는 관

찰되지 않았다.

HT-1, HT-2 그리고 HT-3 강 시편들을 비틀림 시험한 경우 ECAP 공정을 거친 316L

스테인리스강 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미세한 쌍정 조직들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SFE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HT-1 강 시편은 HT-2 및 HT-3 강

시편보다 더 많은 미세 쌍정 조직을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6. 정리

2차년도부터 수행된 HT-UPS 강의 제조 및 특성 그리고 ECAP을 통한 나노 결정립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냉간 압연 후 미세조직 분석결과 HT-1 즉

16Ni-14Cr 기본조성을 가지는 Al 미첨가 HT-UPS 강이 Al 첨가 HT-UPS 강보다 미세

한 쌍정조직을 더 잘 발달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틀림 시험을 통하여 Al이

첨가된 20Ni-14Cr HT-UPS 강 시편의 경우 ECAP한 316L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서와

같은 미세 쌍정조직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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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연구

미세한 쌍정 조직과 나노크기의 탄화물 석출의 연관성 및 조사저항성 개선에 대한 연구

는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HT-1 대상

- 1200°C 어닐링 후 5% 냉간압연 시편 제작

- 5%~17% 냉간압연 시험편 열처리를 통한 나노탄화물 석출

- 상용 316L 스테인리스강 및 HT-1 강 (냉간압연, 열처리 시편)을 대상으로 조사저항성

비교 및 평가 (He 이온조사)



- 120 -

III. ECAP 가공된 Fe–17Cr-12Ni-2.5Mo 합금의 Fe+ 및 H+이온조사 효과

1. 서론

금속소재의 강화기구 중 결정립 미세화는 재료의 연성의 감소 없이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결정립 미세화 방법 가운데 비교적 bulk 재료

에 적용할 수 있는 ECAP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방법은 강소성 재료 가공

법으로 크기가 같은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직각으로 작용하는 전단변형에 의하여 결정

립 미세화를 이루게 한다. ECAP 공정은 가공 후에도 재료 자체의 부피 변화가 없는 단

순 전단변형 (pure shear deformation)이 이루어지며 일축 인장 (uniaxial tension)이나 일

축 압축(uniaxial compression) 또는 평면 변형압축 (plane strain compression) 등의 경

우와는 달리 재료의 축이 회전하는 강체 회전이 포함되는 변형이 일어난다. ECAP은 비

교적 큰 시편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공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공정이

개발되던 초기에는 주로 Al이나 Cu와 같은 비교적 변형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무른 재

료들에 대해 응용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스테인리스강이나 Ti 합금과 같이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료에 대해서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강종과 조건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Fe-17Cr-12Ni-2.5Mo 합금은 미래 원자력 시스템의 핵심 구조부품의 후보재료로 기대되

고 있는 재료이다. 다른 스테인리스강 재료에 비해 약 2.5 wt% 의 Mo 첨가로 인해 부식

저항성이 증가하고 고온 creep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속기지 내에

Mo가 고용되어 있으면 재료 내부의 전위이동을 방해하는 특성이 있어 외부로부터 응력

이 주어지는 경우 재료 내에서 교차 slip 보다는 쌍정이 주로 형성된다 [4, 5]. 이는 재료

의 stacking fault energy (SFE)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미량 합금원소의 영향으로 SFE

가 변화되고 교차 slip 혹은 쌍정 등의 미세조직 변화 거동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 [6, 7]. 쌍정 입계들은 보통 낮은 입계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열적 기

계적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u의 연속 열처리 실험를 통한 연구결과를

보면 결정립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결정립계 안에 형성된 미세한 쌍

정 입계의 폭은 상대적으로 크기변화가 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즉 재료가 열

적으로 불안정해져서 결정립계의 이동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인 고경각 입계가 이동을 시

작하게 되는데 이때 쌍정입계의 이동도는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료 내부에 쌍

정입계가 고르고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입계의 이동도가 줄어들어 재료의

기계적 특성, 고온특성도 우수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쌍정 밀도를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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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이는 결정립 제어법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연구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

을 것이다.

산화물 분산강화 (ODS) ferritic 강은 고온에서도 안정한 미세 산화물을 모재 내에 고르

게 분산시킴으로써 고온강도 특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신소재이다. 일반적으로 인장강도와

고온 creep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원자로의 운전온도를 높여줌으

로써 시스템의 열효율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 12].

산화물의 분산 정도가 ODS 합금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 산화물의 크기는 주로 분말

의 consolidation 및 열처리 과정 중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미세 산화물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소량의 원소들이 첨가되기도 하는데 주로 Al과

Ti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Y, Ti)가 첨가되어 만드는 나노 클러스터 혹은

나노 입자들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 (Y, Ti) 에 의한 복합산화물

은 나노 클러스터를 형성시켜 1000°C까지 산화물 성장이 억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14], 300°C 온도에서 0.7 dpa 까지 이온조사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나노 클러스터

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

본 연구에서는 Fe-17Cr-12Ni-2.5Mo 합금 시편과 동일 합금계를 기지상으로하는 ODS

합금 시편에 대해서 Fe+혹은 H+이온조사 후 미세조직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Fe-17Cr-12Ni-2.5Mo 조성의 재료에 대한 ECAP 가공효과, ODS 합금 제조공정의 효과

가 이온조사에 의한 결함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침입형

이온인 H+는 치환형 이온인 Fe+보다 같은 가속전압 조건에서 결함형성층의 깊이가 10배

정도 깊게 나타났고 결정립계와의 반응도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

Fe+이온이 조사되었을 경우 FCC 에서 BCC 로의 결정구조의 변화가 일으나는 것이 관찰

되었다. 새롭게 상변화된 BCC 결정립의 크기는 이온조사에 의한 조사결함 형성층 깊이

를 분자동력학을 활용한 전산모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전산모사 프로그램으로는 SRIM

2012를 이용하였다.

2. 실험절차

Fe-17Cr-12Ni-2.5Mo 합금의 화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공통적으로 쓰인 기본

조성에 더하여 시편 A에서는 Mn 2% 와 Si 1%가 추가되었고 이는 상용 316L 스테인리

스강의 조성과 일치한다. 시편 B에서는 Mn과 Si 조성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Ti과 입도

크기 30nm 수준의 yttria 분말을 혼합하여 합금을 제조하였다. 분말들은 기계적합금화 방

법으로 혼입되고 이후에 고온등압성형 (HIP) 공정을 통하여 중간소재를 준비하였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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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합금화 장비로는 Pulverisette-5 planetary ball mill 이 사용되었고, ball 과 분말의

비율은 15:1 이었으며, 200 rpm, Ar 분위기에서 12시간 수행하였다. 기계적합금화 분말을

304L 스테인리스 캔에 장입하고 500°C, 10-3Pa기압 조건에서 1 시간동안 degassing 작업

후 용접, 밀봉하였다. 1150°C, 100MPa 조건에서 4시간 동안 고온등압성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HIP 가공된 중간소재는 1200°C에서 50% 열간 압연한 후 1050°C 에서 1시간 동

안 균질화 열처리를 하였다.

2.54 X 2.54 X 15.24cm 부피를 가진 square bar 형태의 Fe-17Cr-12Ni-2.5Mo 합금시편

을 Texas A&M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여 ECAP 가공하였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공

경로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상온에서 ECAP 방법으로 한번 통과한 것으로 재료의 유동

경로를 90도 꺽어 주는 방법이다 (route A). 다른 하나는 route A를 통하여 가공된 합금

시편을 800°C에서 한번 더 ECAP 가공해주는 경로이다. 이 경로를 적용할 때 ECAP 가

공시편을 진행방향을 중심으로 180º 회전 시켜 가공함으로써 가공경화 효과를 극대화 하

고자 하였다.

ECAP 이후에 시편들은 Fe+ 혹은 H+이온으로 이온조사가 상온에서 이루어졌다. Fe+이온

조사의 가속전압은 100keV, 조사량은 2.0×1017cm-2 이었고 H+ 이온의 가속전압은 120

keV, 조사량은 2.0×1018cm-2이었다. TEM을 이용하여 이온조사에 따른 재료 내부의 기공

형성, 전위와 편석 형성 효과가 일어나는지 관찰하였으며, TEM 관찰한 해당부위의 결정

구조 해석, 방위차 분포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ASTAR 장비를 활용하였다. ASTAR 장

비는 TEM 관찰을 수행하면서 재료의 결정구조해석, 특히 상변화 양상을 분석하는데 유

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에 ECAP 가공을 마친 후의 시편 A와 B를 TEM 관찰한 사진이 나타나 있다. 시

편 A는 상온에서 경로 ‘A’ 를 통하여 한번 ECAP 가공된 경우이고, 시편 B 는 800°C 에

서 경로 ‘C’ 를 통하여 두 차례 ECAP 가공된 것이다. 그림 1(a)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편은 균일하게 변형된 것으로 보이고 수많은 결함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

세한 입계가 평평하게 전단띠에 나란하게 배열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간격은 평균적으로

50nm의 폭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그림 1(b)에는 두 차례의 ECAP 가공에 의

해 등축정의 결정립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ECAP 가공 중에 800°C 의

온도에 의하여 동적재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정립 크기는 평균적으

로 500nm 정도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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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는 본 연구에 활용된 이온조사 설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a)에 보여주고 있

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는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에서 맡고 있으며, 금속이온

의 경우 Ni, Cu, Co, Cr, Fe, 등의 이온이 100 keV까지 가속되고 기체이온의 경우 He,

Kr, Xe, Ar, Ne, H, 등의 이온이 120keV까지 가속될 수 있다.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최근 가속전압을 100MeV 이상으로 올리는 시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

는데 완성 후에는 훨씬 더 높은 조사량을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b)에

이온조사후 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을 고정시키는 후판은 Cu재질로서 열전도율이 좋

아 조사시험 중 시편에 발생하는 열을 쉽게 냉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시편들은 균일한

이온조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구리후판에 비교적 작은 면적인 50 x 50 mm 넓이에 부

착되었다. Fe+이온은 100keV 가속전압으로 시편에 가속되었고 조사량은 2.0×1017

ions/cm2 이었다. H+이온은 120keV로 시편에 가속되었고 조사량은 2.0×1018 ions/cm2 이

었다.

그림 3에 SRIM 2012를 이용하여 해당 시편들에 각각의 이온조사에 따른 damage profile

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정한 가속전압을 가진 Fe+ 혹은 H+ 이온이 시편

표면에 입사되면 어느 정도 깊이의 조사 손상층을 만드는지 분자동력학을 기반으로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다. Fe+ 이온 조사 조건은 100keV, 2.0×1017cm-2, 그리고 H+이온 조사조건

은 120keV, 2.0×1018cm-2 가 고려되었다. 그 결과 Fe+이온의 경우 조사 손상이 최대치에

이르는 영역은 시편표면으로부터 20nm 정도로 추산되었고, H+이온의 조사 손상 최대치

해당 깊이는 500nm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그림 4에는 이온조사 후 FiB (Focused Ion Beam) 장치를 이용하여 시편의 단면을 준비

하고 TEM으로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e+이온 (100keV, 2.0×1017cm-2) 및 H+이온

(120 keV, 2.0×1018cm-2)으로 조사한 ECAP을 거친 시편 A와 시편 B는 시편 표면 부위에

조사 손상층이 관찰되었다. Fe+ 이온이 조사된 시편들의 경우 역시 시편표면을 따라 층상

구조가 관찰되었는데, 그림 4(a)에 서로 다른 층들에 (1)부터 (3) 까지 숫자로 표기하였

다. 층 (1)과 층 (2)는 이온조사에 따른 조사 손상층으로 보이고 층 (3)은 모재부분으로

판단된다. 조사 손상층의 깊이는 약 50nm 정도로서 앞에서 분자동력학을 응용한 전산모

사 (SRIM 2012) 결과와 일치하였다. 층 (1)과 층 (2)의 경계는 약 20nm 깊이에서 형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전사모사 결과에서 조사손상이 최대치에 해당하는 지점과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b)에서도 비슷한 형상의 층상 구조가 관찰되는데 단지

조사 손상 깊이가 조금 더 깊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이온조사 이전의 결정립계 분

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세 결정립계가 잘 발달하여 있을수록 조사손상에 대

한 저항력이 증가하여 그 층의 형성도 작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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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는 같은 시편 A 와 B에 대하여 H+ 이온 조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Fe+ 이온 조사

의 경우에서처럼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조사 손상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 이온은 Fe+ 이온과는 달리 침입형 이온이어서 조사에 따른 이

온의 재료내 거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에 Fe+ 이온 조사된 시편 A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 구

분 된 세 개의 층을 각각 구분하여 TEM 회절도형을 얻어 결정구조 특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조사 손상층 (1)과 층 (2)의 회절도형은 모재인 (3)의 회절도형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손상 층인 층 (1)과 층(2) 부위에서는 결정방위의 변

화를 고려하더라도 회절패턴의 색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결정의 격자상수가 다르게 나타

났다. 이러한 변화는 Fe+ 이온조사에 의해서 재료의 해당 부위에서 재결정 혹은 상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6에서는 시편 B가 H+ 이온에 의해 조사된 후 (120 keV, 2.0×1018cm-2) 단면 이미지

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처럼 층 간의 변화가 매우 분명하지는 않지만

미세한 조사 기공들이 생겼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6(a)에 나노미터 크기의 조사 기공

들이 시편 표면가까이에 생성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고, 그림 6(b)에는 조사 기공들이 결

정립계나 전위와 같은 결함들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5에서와

같은 결정구조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조사 손상층은 하나의 결정립 내에서 발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에는 시편의 TEM 관찰 및 분석과 연동하여 결정립계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

로운 장치인 ‘ASTAR’의 기본 작동 및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ASTAR는 결정립의 결정

방위를 TEM 내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메라와 색인(indexing) 프로그램의 조합

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TEM 모드에서 구현되는 회절도형의 자동

색인 장치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재료의 미세구조를 TEM으로 관찰하면서 해당부위의 결

정구조 정보를 시각화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림 8에는 Fe+ 이온과 H+ 이온으로 조사한 17Cr-12Ni-2.5Mo 합금의 미세조직 변화를

ASTAR 로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CAP 가공 후 Fe+ 이온으로 조사된 (120

keV, 2.0×1018cm-2)시편 A의 BF 상과 결정립의 방위차 분포 도표를 그림 9(a)와 9(b)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9(b)에는 모재와는 달리 이온 조사된 표면부위에 검정색의 결정립

계가 다수 나타나고 그 주변에 많은 붉은색 소경각 입계 (Low angle boundary)들이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온 조사층에서 변형과 함께 새로운 결정립들이 형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는 달리 H+ 이온을 조사한 경우를 그림 9(c), (d)에

나타내었다. ECAP 가공 후 H+ 이온을 조사한 (120 keV, 2.0×1018cm-2) 시편 B의 BF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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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정립의 방위차 분포 도표를 그림 9(c) 와 9(d) 에 보여주고 있다. H+ 이온의 경우

이온조사를 받은 시편 표면부 주위에도 검정색 결정립계나 붉은색 소경각 입계들이 그리

많이 관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온 조사된 부위 전체가 하나의 결

정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 이온 조사 경우에는 조사 이온이 침입

형 이옫들이어서 재료의 결정격자 뒤틀림이나 상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는 ECAP 가공 후 Fe+ 이온 조사된 (100keV, 2.0×1017cm-2) 17Cr - 12Ni - 2.5Mo

합금의 상과 결정립방위를 ASTAR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9(a)에는 회절도형

색인의 신뢰성 도표가 나타나 있다. 이 신뢰성 도표는 TEM을 통하여 측정된 회절도형과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색인 결과의 상응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신뢰성 도표의 색이 밝게

나타날수록 회절도형의 색인이 더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 해당 신

뢰성을 가지는 시편부위의 상과 결정립방위 도표를 그림 9(b)와 9(c)에 각각 나타내었다.

시편 A 표면의 이온 조사 손 층의 결정구조가 BCC로 색인(indexing)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이온 조사 전 원래 FCC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던 시편 A

(Fe-17Cr-12Ni-2.5Mo) 합금이 Fe+ 이온 조사 후 BCC 결정구조 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

다. 그림 9(a)의 신뢰성 도표로 확인해보면 FCC 보다는 BCC 구조로 보았을 때 더 정확

한 색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요약

본 연구에서는 ECAP 공정을 통하여 Fe-17Cr-12Ni-2.5Mo 합금을 가공하고, ECAP 가공

된 시편들에 대해서 Fe+ 이온과 H+ 이온을 상온에서 조사하였다. 이온 조사 시 가속 에

너지는 Fe+이온의 경우 100keV, 조사량은 2.0×1017cm-2 이었고, H+ 이온 조사의 경우는

120keV, 2.0×1018cm-2 이었다. 이온 조사에 따라 미세조직의 천이현상을 발견하였고, 공공

의 형성, 전위생성에 중점으로 두어 TEM 관찰을 하였다. 또한 ASTAR를 이용하여 이온

조사에 따른 재료의 결정구조와 방위차 분포 변화를 측정하였다. 특이 사항으로

Fe-17Cr-12Ni-2.5Mo 합금이 Fe+ 이온 조사 후 FCC 결정구조였던 것이 BCC 로 변화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결정립의 크기는 전산모사에서의

조사 손상 층 예측 깊이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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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iton of alloy A(Fe-17Cr-12Ni-2.5Mo) and alloy B

Fe Cr Ni Mo Mn Si Ti Y2O3

A bal 17 12 2.5 2 1 - -

B bal 17 12 2.5 - -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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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 micrographs of ECAPed specimen A and specimen B (a) Specimen A

with 1ART (1 path with route 'A; at room temperautre), (b) specimen B with 2C800

(2 paths with route 'C' at 800 degree C)

Figure 2. (a) Ion irradiation facilit at KAERI Gyeongju site (b) Irradiation specimens

with specimen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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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amage profile of specimen A by SRIM 2012 (a) Fe+ ions with 100keV,

2.0×1017cm-2 (b) H+ions with 120keV, 2.0×1018cm-2.

Figure 4. Cross-section TEM micrographs of ion irradiated specimens (a) and (b)

ECAPed specimen A and ECAPed specimen B, irradiated with Fe+ ions (100keV,

2.0×1017cm-2) respectively, (c) and (d) ECAPed specimen A and ECAPed specimen B,

irradiated with H+ ions (120 keV, 2.0×1018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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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ross-sectional TEM micrographs and SAD patterns from the corresponding

area in ECAPed specimen A, irradiated with Fe+ ions (100keV, 2.0×1017cm-2).

Figure 6. Cross-sectional TEM micrographs of ECAPed specimen B, irradiated with

H+ ions (120 keV, 2.0×1018cm-2). (a) nano-sized cavities are within the damaged layer.

(b) irradiation cavities localized along with dislocations or grain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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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STAR : a system for phase and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analyses in

TEM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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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ross-sectional TEM micrographs and corresponding ASTAR analyses; (a)

and (b) BF TEM micrograph and orientation difference distribution map by ASTAR

of ECAPed specimen A, irradiated with Fe+ ions (100keV, 2.0×1017cm-2), (c) and (d)

BF TEM micrograph and orientation difference distribution map by ASTAR of

ECAPed specimen B, irradiated with H+ ions (120 keV, 2.0×1018cm-2)

Figure 9. ASTAR analyses of specimen A, irradiated with Fe+ ions (100keV,

2.0×1017cm-2) (a)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indexing reliability map, (b) Phase

indexing of α and γ , (c)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map (different colors indicating

min. orientation difference of 15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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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316L 스테인리스강의 단순전단-역전단 시험과 미세조직 발달

1. 서론

비틀림 가공 (torsion deformation) 중 재료내부에서는 일축 인장 (uniaxial tension)이나

일축 압축 (uniaxial compression) 또는 평면 변형압축 (plane strain compression)등의

경우와는 달리 재료의 축이 회전하는 강체회전이 포함되는 변형이 일어나며 부피의 변화

가 없는 단순전단변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틀림 가공을 통하여 재료의 전단 변형량을

손쉽게 제어하면서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또한 변형모드를 바꿔볼 수도 있다.

비틀림 가공에 따른 전단 변형률은 γ=tanθ 로 정의되며 재료에 동일한 크기의 압축응력

과 인장응력이 서로 직각으로 작용하는 변형이므로 전단방향에 따라 재료내부에 일정한

집합조직이 발달하게 된다[1-3]. 변형모드 변화 측면에서는 단순전단-역전단 변형이 가능

한데 이는 먼저 한쪽 방향으로 전단 변형된 재료를 반대방향의 전단변형을 가함으로써

거시적으로 전단변형률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비틀림-역비틀림 시험

으로 얻을 수 있으며 문헌보고들에 따르면 반복변형시 집합조직의 가역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전단변형에 의해 발달한 미세조직 변화가 원래 변형 전의 미세조직으로 회기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외부변형에 대한 재료내부의 미세조직 거동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4-6]. Backofen은 Cu 시편을 이용하여 최대 전단변형

률이 5.25에 이르도록 하는 비틀림 역비틀림 시험으로부터 초기 결정립 형상은 복원되는

데 반하여 전단 집합조직은 잔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7]. Rollet 등은 Al 시편을 이용하

여 최대 전단변형률이 3.5에 이르도록 하는 실험에서 같은 현상을 관찰하였고, 다만 전산

모사 결과에서는 잔류집합조직이 나타나지 않고 초기조직으로 복원된다고 보고하였다[8].

Cho 등은 Cu 시편을 이용하여 최대 전단변형률이 0.5에 이르도록 하는 실험으로부터 역

시 초기 결정립 조직은 거의 완전히 복원되지만 전단 집합조직은 잔류되는 것으로 언급

하였다[9].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전단-역전단 변형 중 금속재료의 변형 집합조직 변화는 비가

역적이며 이러한 양상은 최대 전단변형률이 증가할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변형조직의 비가역성은 변형 시 발달하는 하부결정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

의 편차와 결정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차 slip이 어려운

재료의 경우 쌍정입계의 발달과 가공경화 중 변형유기 상변화 효과 크게 작용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응력에 따른 변형 시 쌍정입계의 발달이 비교적 활발한 316L 스테인

리스강의 전단-역전단 거동을 관찰하고 재료 강화효과 및 내부조직의 미세화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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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는 상용 316L 스테인리스강 시편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재료는 특정 집합조직

이 없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림 1에 비틀림 시험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비틀림 시편은

게이지부분의 직경 5mm, 길이 10mm 이고 그립부분 길이는 30mm, 시편 전체 길이가

70mm 되도록 가공하였다. 이 시편을 이용하여 비틀림 시험은 최대 γ = -1.6 으로 하였

으며, 역비틀림 시험은 γ = -1.6 으로 비틀림된 시편에 γ = 1.6의 역전단변형을 가하여

거시적으로 γ=0이 되도록 시험을 수행하였다. 비틀림 시험 후 원주형 시편의 표면에서

전단변형률이 일정하므로 미세조직 관찰은 시편 표면층 부위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시험

이 완료된 시편은 그립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시편의 중심부를 기계적 가공하여 원통형으

로 만든 후 시편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관찰표면이 원기둥의 반지름 방향에 수직되는 면

을 형성시켜 기계적 연마와 전해연마를 병행하여 표면을 준비한 후 SEM/EBSD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틀림 가공 중 발달하는 미세한 쌍정과 상변화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TEM에 EBSD 기술을 활용한 ASTAR 장치를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에 비틀림 시험을 수행을 통하여 단순 전단변형을 구현한 시편들의 사진을 나타내

었다. 그림 2(a)부터 2(d)까지 전단 변형량이 각각 0, 0.4, 0.8, 1.6으로 조절되었다. 비틀림

시험 전 시편표면에 미세한 표식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비틀림 시험이 끝난 후 시편에 가

해진 변형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나듯이 시편의 표면에 전단 변형

률이 일정하게 제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는 전단 변형량이 제어된 각

시편내부의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자후방산란 회절장치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를 이용하여 결정구조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척도인

band contrast를 나타내었다. 그림 3에 (as)로 명기된 시편은 전단이나 역전단 가공이 부

과되기 전의 316L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을 나타낸것으로 특정 집합조직을 갖지않고

있으며 FCC 결정구조의 austenite 결정립들이었으며 쌍정들의 분포가 눈에 띄게 많았고

쌍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립 크기는 평균 35㎛ 정도로 측정되었다. 그림 3(a),

3(b), 3(c)에는 전단 변형량이 각각 0.4 , 0.8, 1.6 인 시편들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주고 있

고, 그림 3(d), 3(e), 3(f)는 전단-역전단 변형량이 통합하여 각각 0.4 , 0.8, 1.6인 시편들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a)는 3(d)와, 3(b)는 3(e)와, 3(c)는 3(f)와 각각 외부에

서 가해진 변형율은 동일하지만 전단 및 역전단 가공 방향 변화에 따라 미세조직 형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3(c)에 비하여 3(f)의 경우 변형

미세조직 형상이 거시적으로는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 있지 않고 초기조직과 비슷하게 균

일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시적인 결정립 형상변화의 경향과 비슷하

게 내부 미세조직 변화는 쌍정들이 한쪽방향으로 나란하게 발달하는 경향보다 반대방향

의 변형모드로 인하여 형성된 쌍정의 방향과 겹쳐 그물모양으로 쌍정들이 얽히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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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났다. 변형량이 증가할수록 쌍정의 밀도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지만 그림 3(c)

의 경우에 비하여 그림 3(d)의 경우가 전반적인 균일도는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와 같은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변화를 가늠해줄 수 있는 미세경도시험 결

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전단변형을 한쪽방향으로만 가한 경우와 전단-역전단을 수행

한 경우의 경도 값이 총 변형량의 함수로 경향이 도식화 되어있는데 변형량이 증가할수

록 두 변형모드 모두에 걸쳐서 경도값이 포물선 형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

지만 전단-역전단을 수행한 시편의 경우 총 전단 변형량이 1.6 정도 되는 지점에서 15%

가량의 경도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총 전단변형량으로 방향에 관계없이 합

산하였기에 1.6이 된 것일뿐 전단-역전단 모드의 경우는 사실상 거시적인 전단변형률은

0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강화효과는 흥미로운 결과로 보인다. 이

와 같이 총 변형량은 동일하고 변형모드만 바뀐 경우의 가능한 재료강화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x-ray 회절을 이용하여 각 시편에 대한 상분석을 하였다. 그림 5(a)부터 5(f)까지

각각 전단변형 (a) 0.4, (b) 0.8, (c) 1.6, 그리고 전단-역전단변형 (d) 0.4, (e) 0.8, (f) 1.6

로 조절된 시편들에대하여 측정한 결과를 그림 5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5(a) 부터

5(c) 까지는 43.5도 부근의 신호가 보여주듯 대부분 γ 상이 관찰되었고 44.3도 부근의 α´

상의 형성이 다소 있으나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래프 5(d)에서도 또

렷한 α´의 발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그래프 5(e)에서 분명한 α´ 상 peak이 관찰되었다.

그래프 5(f)에서는 다시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변형이 진행

됨과 함께 상변형도 함께 수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비율이 전단-역전단 변

형의 경우에 더욱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미세조

직변화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전단변형과 전단-역전단변형의 경우 각각의 상분율을

EBSD로 조사하였다. 그림 6에 변형량이 0.4인 경우와 1.6인 경우 두 경우를 보여주고 있

으며, 각각 노란색의 α´ 분홍색의 γ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EBSD 분석의 경우 α´ 상과 α 

상을 결정학적 정보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band contrast와 함께 변형조직

형성부위를 고려하여 결정정보에 의해 α 상으로 색인되고 있는 pixel 부위들을 α´ 으로

정의하였다. 초기 변형 전의 조직과 비슷하게 변형량이 0.4인 그림 6(a)와 6(b)의 경우는

재료변형 모드에 상관없이 α´ 상은 거의 없는 γ 상이 우세한 조직이며 이때의 변형거동

은 상변화나 교차 slip보다는 쌍정변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형량이 1.6

에 이르면 그림 6(c)의 전단변형 경우와 그림 6(d)의 전단-역전단 변형의 경우가 서로 차

이가 났다. 그림 6(c)에 비해 6(d)의 경우가 변형에 의한 α´ 발달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그

크기도 1㎛ 내외로 꽤 많은 분율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변형모드에

따라 상변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기계적 특성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쌍정변화, 내부조직의 미세화 효과와 더불어 상변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공공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료 변형 중의 미세 상변화 mechanism을 파악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량적인

관찰보다는 정성적인 관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TEM에서도 SEM에서 EB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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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는 것과 같이 전자 회절도형을 직접 받아들여서 컴퓨터로 자동 측정하고 계산하여

색인(indexing)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림7에서 NanoMEGAS 사에서 제작한 ASTAR

system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8, 9에 전단-역전단량이 총합 1.6인 시편을 관찰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한 장의 BF TEM 사진으로부터 파생되는 상정보, 결정방위 정보, 결

정립계, 아결정립계, 쌍정, 극점도 등의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나노크기 수준

의 재료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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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chematic diagram of tersion tes; specimen dimension

그림 2. Torsion test specimens with marking for estimation of the shear def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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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and contrast of shear and shear-reverse shear deformed specimens; (a) as

received, (b) and (d) total shear of 0.4, (c) and (e) total shear of 0.8, (d) and (f) total

shear of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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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icrohardness along with the strain; comparison of the shear and

shear-revers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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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XRD spectra of torsion test specimens with different shear amount with

different shear modes



- 140 -

그림 6. EBSD phase maps of shear and shea-reverse shear torsion tes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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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STAR: a system for phase and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analyses in TEM

mode

그림 8. Microstructural analyses of plastic deformed area by torsion test; a region

with rare martensite



- 142 -

그림 9. Microstructural analyses of plastic deformed area by torsion test; a region

with sufficient martensit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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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316L 스테인레스강의 평면 변형 인장

1. 서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600°C 이상의 고온에서 우수한 강도, 적절한 산화/부식

저항특성 및 우수한 성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압 경수로 내 구조물, 배

관 및 고속 증식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등과 같은 원자로 구조재료로서 널리 사용되

고 있거나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 재료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강종으로는 304와 316

스테인리스강이 있다.

그러나 304와 316 스테인리스강은 450∼700°C에서 장시간 유지하게 되면 입계에 크롬탄

화물(Cr23C6)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저하되고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크롬탄화물

에 의한 예민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탄소 함량을 0.03 wt% 이하로 줄인 304L, 316L

를 사용한다. 또한 크롬보다 탄소와의 친화력이 좋은 티타늄을 첨가하여 원자력용 구조재

료로 D9가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환경에서 제시된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계 강에 비해 중성자 조사량이 많고,

노심온도가 높은 경우 보이드(void)가 많이 생성되어 체적을 팽창시키는 보이드 팽윤

(void swelling)이 많이 일어난다. 이 경우 내스웰링성이 수명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고온 강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계 강의 사용이 많아

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드를 억제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온 재료 거동에 앞서 상온에서 변형 모드에 따른 미세구조 분석

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려고 한다. 특히 재료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인 uniaxial 변형

과 plane strain 변형 조건에서의 장비 관리 혹은 저온 구동 조건에서 외부의 힘에 의한

재료의 변형 거동을 분석하는 것은 재료의 안전 지수 결정 및 메커니즘 적립에 큰 기여

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온에서의 변형 거동을 예측하는데 기반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2. 실험절차

본 실험을 위해서 상용되는 316L스테인레스스틸 (316L SS) 을 사용 하였다. 변형 모드

(uniaxial, plane strain) 에 따른 집합 조직 및 미세 구조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해, 각 모

드에 맞는 형태로 시편을 가공 하였다. 가공 된 시편은 기계적으로 폴리싱 후 과염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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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hloric acid)을 에탄올에 10%로 희석한 전해액과 액체 질소를 이용해 전해연마를 진

행 하였다. 전해연마는 Struers 사의 Lectropol-5를 이용하였으며, 316강의 기본적인 연마

조건인 인가 전압 20V, 유속 (flow rate) 20로 30초 동안 연마를 진행 하였다. 전해 연마

후 micro indenter를 이용하여 정사각형 모양으로 4번의 indentation을 진행 하였다. 이

마크는 위치 기준점으로 사용되어 변형량을 측정 하는데 사용 되었다.

위 실험을 위해 특별히 제작 된 in-situ uniaxial tension 장비와 in-situ plane strain

tension 장치가 분석에 사용 되었으며, 두 장치 모두 내부에서 stage를 움직여도 문제가

없도록 EBSD chamber size에 맞게 제작 되었다 (Fig. 1). 시편은 각 장치에 장착 되어

상온에서 변형을 받게 되며, EBSD 분석은 JEOL사의 7000F 모델을 사용 하였다. 20kV

의 가속 전압, 4nA의 probe current를 사용 하였으며, 모든 결정 정보는 후방 산란 전자

를 수집하여 얻어졌으며, 그 분석은 INCA 패키지로 진행 되었다.

3. 결과와 논의

2개의 변형 모드 중 먼저 plane strain 조건에서의 실험을 주로 진행을 하였다. 이 실험에

앞서 알루미늄의 plane strain 실험을 통해 plane strain 조건이 잘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Fig. 2는 두 개의 시편에서 각기 다른 변형량을 가지는 시편의 SEM

image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x 방향으로 25%, 80% 이상의 높은 변형

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y 방향으로의 변형율은 4% 미만의 적은 변형을 보이는 것

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특히나 locally stress가 집중되어 변형량이 아주 높게 측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 후 다시 논의 할 예정 이다. 변형량이 증가 함에 따라 초기 조직이

가지고 있던 방위에 따라 서로 다른 slip system이 작용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결

과로 인해 grain 마다 나타나는 slip band와 표면 morphology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른 변형 거동 아래에서 나타나는 집합 조직의 비교를 위해 uniaxial 조건과 plane

strain 조건에서 나타나는 texture 거동을 분석 해 보았다. 두 조건 모두 초기 방위는

random 한 조건으로 실험을 시작하였다. Fig. 3에서 나타나 있듯이, plane strain의 경우

인장이 진행 됨에 따라 111 pole figure에서 Cube {100}<001>, Goss {110}<001>, Brass

{110}<112>, Copper {112}<111>, S {123}<634> component가 발달 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이 발달 방위들은 같은 재료를 압연 했을 때 나타나는 집합 조직과 비슷한 경

향을 보인다는 것을 분석 할 수 있었다. 압연 조직은 공정 특성 상 재료가 plane strain

조건에서 변형 되는 대표적인 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집합 조직 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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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현재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장치가 plane strain 조건을 잘 만족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가 있었다. 반면 uniaxial 집합 조직 변화의 경우 plane strain 조건에 비해 S

component가 약하게 발달하는 반면 Cube component가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하나의 축을 억제 하는 것을 통해서 재료 내부의 slip system이나

dislocation의 거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세한 집합

조직의 차이 분석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인장 장지를 사용하여 변형 했을 때 나타나는 큰 변형량이

다. 일반적인 bulk material로 실험 했을 때, uniaxial tension에서는 약 50%, plane strain

조건에서는 약 30%에서 파단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소 변형 장치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이 값의 2~3배에 해당하는 값들이 파단 변형률로 관찰이 되었다. 현재

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 하

고 있다. 현재 집중적으로 연구 되고 있는 원인으로 시편의 크기나 모양에 따른 거동 변

화, 인장 속도 차이에 의한 변화, 단면적에 따른 변형량 변화 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 현

재 실험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시편의 크기와 모양, 단면적에 따른 변형량 변화

라고 생각 된다.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fracture가 일어난 주변 영역은 그 외에 영역

보다 변형량이 훨씬 더 많이 집중 되어 있음을 표면 morphology를 통해서 짐작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장 직전의 시편은 그 두께가 아주 얇아 지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에 따라 변형량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동적 재결정

과 같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 발견 되게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고순도 알

루미늄의 동적 재결정 결과 참고) 현재 사용 중인 미소 변형 장치를 이용하여 시편의 모

양, 크기에 따라 변화 되는 변형량과 특이한 미세 구조 변화를 계속 관찰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bulk 시편에 비해 미소 사이즈의 시편이 변형률이 큰 이유를 정확

히 밝혀낼 예정이다.

4. 요약

본 연구에서 원자력 재료 후보로 꼽히는 316L SS 시편에 대해 변형 모드에 따른 미세

구조와 집합 조직의 변화를 관찰 해 보았다. SEM image와 집합 조직을 분석 해 본 결과

두 가지 변형 모드를 잘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plane strain 조건에 있

어서는 조건을 대표하는 압연 조직과 집합 조직이 아주 흡사 하였기 때문에, 향후 여러

재료의 plane strain 실험을 위 장치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Uniaxial 실험과 plane strain 실험에서 cube component와 S component의 발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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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는 변형 모드에 의한 제한 된 slip system

의 작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상 된다. 자세한 분석은 추가 실험을 통해 증명 할 예정이

다. 또한, 미소 변형 장치를 사용 했을 때, bulk 재료에서 실험 했을 때 보다 파단 전까지

큰 변형량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시편의 크기와 모양, 단면적에 따른 변형량 변화

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되며, 자세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와 크기에 따른 실

험을 통해 정확한 이유를 증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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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and images of (a) uniaxial tension device and (b)

plane strain device for EBSD measurements.

Fig. 2. SEM image showing surface morphology and plane strain condition of 316L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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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xture evolution during plane strain tension and comparison data of 80%

rolling texture and uniaxial tension texture.

Fig. 4. Forming limit diagram under uniaxial tension and plane strain tension.

Right side images show fractured specimens during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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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연구목표 

달성도 

(%)

1차

년

도

2009

Fe-Cr-Ni

오스테나이트강  및 

MA 분말 준비

- 용해 및 열간가공; 1인치 

직각봉

- MA 분말 (3Kg급) 및 ODS

시료준비

ODS

합금 

준비

100%

ECAP을 통한 

미세결정립 

오스테나이트강 제조

- 결정립 1 ㎛ 이하 bulk재 

제조 (상온 2 pass)

ECAP

공정
100%

2차

년

도

2010

ECAP을 통한 

나노결정립 

오스테나이트계 합금 

및 ODS 합금 제조

- 결정립 100 nm 이하 

bulk재 제조 (2 pass 이상)

ECAP

공정
100%

TMT 처리를 통한 

결정립계 특성분포 

개선 및 특성평가 

(미세조직 안정성 

포함)

- 나노결정립조직 고온 

안정성 확보 (600°C)

- CSL/LAGB 분율 25% 이상 

향상

GBE

공정
100%

GBE 시편의 기계적 

특성 평가

- GBE 시료의 경도 및 

인장특성 비교평가
특성평가 100%

이온조사 시편준비
- ECAP/GBE 시편 절단 및 

표면 전해연마
시편준비 100%

3차

년

도

2011

HT-UPS강의 

결정립미세화, GBE

및  특성평가

- GBE HT-UPS 강 특성평가;

결정립크기분포,

결정립계특성분포 및 

기계적특성 변화

ECAP/

GBE/

특성평가

100%

Proton, He

이온조사시험 및 

조사특성 평가

- Proton 및 Fe 조사시험 

․ Fe+, ~ 10 dpa

․ Proton, ~ 100 dpa

- 조사손상 비교분석; TEM,

이온조사

조사손상

층 분석

100%

ATR NSUF 프로그램 

지원준비 

및 보고서 작성

- ATR NSUF 프로그램 

대상소재 확보 및 프로그램 

지원

- 보고서 작성

중성자조

사 준비

보고서 

작성

100%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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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기술은 크게

1. 원자력 노심구조부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나노 결정립

미세화 및 이에 따른 초미세 마르텐사이트 상 생성 분석

2. 오스테나이트계 모델합금과 나노 석출물 혹은 나노분산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 합금

의 제조, 그리고 결정립 미세화 및 결정립특성분포 조절이후 열적 안정성 확보

3. 치환형 이온인 Fe+, 침입형 이온인 H+의 조사시험을 통해 결정립 미세화, 마르텐사이트 상

생성, 그리고 나노분산산물 강화 효과등의 실효성을 정량 평가

위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오스테나이트계강의 조사저항성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것인데, 이의 실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량의 탄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더 높은 강

도를 나타내는 상용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ECAP 공정을 통한

결정립 미세화가 재현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CAP공정의 미세

한 know-how를 습득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용 강들을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산업체의 참여나 혹은 유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체에 기술이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나. 기대성과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확보된 기술은 상당한 강도를 갖는 금속 벌크재 (예,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 및 나노산화물분산강화합금 등)의 결정립 크기를 나노크기 수준으로 미세화

하고 현저히 늘어난 많은 결정립계의 특성분포를 조절하므로써 소기의 특성(현 과제에서는 조

사저항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단지 원자력 노심 부품소재에서 필요한

조사저항성을 향상시키는데 뿐 아니라 입계(특성)과 상관있는 구체적인 소재의 특성을 개선하

고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노크기 수준의 입계의 화학조성이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또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조사저항성 소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환경 (물,

개스, 액체금속 혹은 액체 염 등 포함)에서 소재의 입계 침식, 입계균열성장 특성, 산화/부식

특성, 고온크리프 특성 등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나노결정립 미세화를 위한 severe p[lastic deformation 공정 중 하

나인 ECAP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기술은 미국의 상대기관 (Texas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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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기술에 의존하였다. 이는 본래 연구기획에 포함되지

않았었고 이를 활용하여 결정립 미세화 및 결정립계 특성 조절만을 일단 고려했기 때문인데,

이 핵심적인 기술 및 관련 장치를 국내에 확보하는 것도 향후 본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진들은 주로 대학 연구실들이

며 주로 연성이 좋은 알루미늄이나 구리 합금 등에 주로 적용해 와서 기초적인 지식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원자력용 구조부품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강종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학적인 기술 및 지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제는 결정립계 거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립 미세화 및 결정립계 조절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자력 피복관 혹은 노심푸품 소재의 중성자 조사저항성을 개선

하고자한 기초 연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획득된 기술 및 지식들이 실제

미래형 원자로 소재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신뢰성있는 미세조직을 갖는 소재기술들이 확립되

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결정립 미세화를 위한 공정의 최적화 뿐만 아니라, 결정립계를 적

절히 조절할 수 있는 공정변수 또한 최적화 되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학적인면에서 충

분한 크기의 구조물에 대해서 결정립 미세화 및 입계특성 조절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되는 때에는

미래원자력시스템의 핵심부품 (예를 들면 고속로의 핵연료 피복관, 노심부품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고효율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실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나노결정립 미세화 및 입계특성조절 기술은 소재의 입계관련 특성들 (예를 들면 고온 크리프,

입계부식, 응력부식균열, 부식피로, 등)의 현상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성이므 원자력 부

품 소재에 뿐만 아니라, 원자력환경 이외의 다른 극한환경 하에 놓이게 되는 우주항공 및 국방부

품 소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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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포를 조절하므로써 조사저항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FCC 결정구조를 갖는 금속소재
에 대해서 나노크기의 결정립 조직을 얻고 결정립계조절 공정을 통하여 높은 조사저항
성과 함께 상당한 연성 그리고 고온에서 크리프 강도를 충분히 갖는 나노결정립 오스테
나이트계강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스테나이트강의 결정립 크기를 미세화함으로써 결정립
계 면적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또한 소경각입계 분율을 높이므로써 이온조사로 인한 공
공의 생성을 지연시키고자 한다. ECAP 및 GBE 공정에 따른 결정립 크기분포 및 결정
립계 특성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XRD (X-ray Diffraction),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각종 전자현미경 (FE-SEM, HRTEM, STEM/EDS/EELS)이 활
용되었고, 나노크기의 석출물/분산물 입자, 그리고 조사 cavity들을 관찰 분석하기 위해
서 전자현미경과 함께 SAN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기술이 활용되었다. 그
리고 공정 중의 기계적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nano-indentation, 및 고온 인장시
험 등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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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1 
TECHNICAL PROGRESS REPORT TEMPLATE 

 
The following title page, structure and content should be provided in the joint technical progress reports, to 
appropriate levels of detail, for I-NERI projects.  

 
Project Number and Title: 

 
Lead U.S. Investigating Organization: 
U.S. Principal Investigator: 

 
Lead Collaborating Investigating Organization: 
Lead Collaborating Principal Investigator: 

 
Other Collaborating Organizations: 

 
Reporting period: 
 
U.S. NTD/SIM: 
 
U.S. Work package #: 
 
Project Status Summary – Please limit to one page including the above information 
 
Project Organization: 
 
Provide a project organization chart showing primary responsibilities and relationships of the participants 
(including subcontracts) to the task level 
 
Narrative:  
 
All Project Reports should structure the narrative description of work as follows. 
 
Task 1:  Sample Preparation and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ECAP)  

 
1. Task title and responsible lead 
2. Brief description of objectives 
3. Task technical status overview 
4. Planned activities 
5. Issues/concerns 

 
Two austenitic and two ferritic-martensitic Fe-base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alloy samples were 
prepared by MA (mechanical alloying) of metal powders of Fe of about 70 micron, Cr, Ni, Mo, Ta, Ti of less 
than 10 micron, and yttria of about 20 nm in size. MA processes have been carried out using a planetary ball 
mill running in the atmosphere controlled glove box. Ball to powder ratio was 15:1 and the milling time was 12 
hrs. For consolidation of MA powders HIP (hot isostatic pressing) process was done at 1150oC for 4 hrs under 
100 atm pressure of Ar gas.  
Nominal compositions of samples are shown in Table 1, and round rods with 12 mm in diameter and 150 mm 
long were cut out from the HIP processed samples for ECAP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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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minal composition of ODS samples for ECAP process 

 
2101 Fe-17Cr-12Ni-2.5Mo-0.3Ti-0.3Y2O3 

2102 Fe-17Cr-12Ni-2.5Mo-0.3Ti-0.3Y2O3-0.002B 

2103 Fe-12Cr-1.1W-0.2V-0.14Ta-0.3Y2O3 

2104 Fe-12Cr-1.1W-0.2V-0.14Ta-0.3Y2O3-0.002B 
 
 
 
Task 4: Microstructural charaterization  
 
AISI SUS 304L and 316L stainless steel samples were ECAP processed; one pass at room temperature (1ART) 
and two passes at 300oC with 90 degree rotation between two passes (2B300). 
To characterize the ECAP processed specimens, TEM sample preparation was done with a solution ofo 7.5% 
hydrochloric acid and 92.5% methanol using a jet thinner (Tenupol-5, Struers) at -30oC, 25 volts. 
 

1) SUS 304L 1ART 
Figure 2 shows STEM image with a low magnification of SUS 304L 1ART specimen. Microstructure is 
composed with fine and parallel laths. Band type contrast is shown within laths in a specific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and fine elongated grains are revealed around the laths. Laths are revealed to be  
gamma austenite and alpha prime martensite ones. Alpha prime martensite laths are formed between 
gamma austenite ones (Figure 3), and two phases are in Kurdjumov-Sach (K-S)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relationship. Relatively finer laths are also revealed to be austenite and martensite phases, and epsilon 
martensite phase is found within alpha prime martensite phas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among these 
three phases, gamma austenite, alpha prime martensite, and epsilon martensite, are revealed to be Bogers-
Burger’s relationship as below. 

 
{111}gamma // {110} alpha prime // {0001} epsilon 
<110> gamma // <111> alpha prime // <2-1-10> epsilon 

 
Figure 5 reveals the band contrast within alpha prime laths in Figure 2 corresponds to epsilon martensite phase. 
Bands with a specific orientation relationship within laths of several hundreds nm width are analysed as  epsilon 
martensite phase, and alpha prime martensite phase with tens of nm in size are found among epsilon martensite 
phase. These complex microstructures are believed to be an early stage of evolution by ununiform local strain 
from ECAP process. The early stage of gamma austenite phase would become epsilon martensite, and then 
alpha prime martensite as deformation proceeds, and then becomes relatively large alpha prime laths as shown 
in Figure 3. Observing alpha prime martensite phase within almost every epsilon phase, the mechanism appears 
to be stress assisted martensite transformation rather than stain induc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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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EM images in one pass ECAPed 304L 
 

 
Figure 3 (a)Bright-field TEM micrograph showing lath microstructure in the one-pass sample; (b)dark-field 
TEM micrograph showing alpha prime-martensite laths in the lath microstructure; (c)SAD pattern of gamma-
austenite ; (d) SAD pattern of alpha prime-marte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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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Bright-field TEM micrograph and (b) high magnification TEM micrograph showing lath 
microstructure in the one-pass sample.  (c)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existence of epsilon-
martensite island in alph prime-martensite lath. (d) FFTP (fast Fourier transform pattern) images of epsilon-
martensite, alpha prime-martensite and gamma-aust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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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STEM micrograph showing another lath in the one-pass sample (b)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existence of alpha prime-martensite island  in alpha prime-martensite band and 
gamma-austenite band. (c) FFTP images of epsilon-martensite, alpha prime-martensite and gamma-austenite. 
(d), (e) high magnification TEM micrographs in another region in the lath.  
 
 

2) SUS 304L 2B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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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 304L 2B300 samples, which had been passed ECAP die twice with 90 degree rotation in between the 
passes at 300 oC show different features compared with 1ART ones. Figure 6 shows a STEM micrographs 
of microfeatures of fine grains of about 1 micron or less in size due to dynamic recrystallization. 

 
Figure 6.   (a), (b) STEM images in two pass ECAPed 304L at 300℃. (c), (d) bright and dark-field TEM 
micrographs showing the existence of very fine grain in 2 pass ECAPed 304L steel.  
 

 
 
3) SUS 316L 1ART 
Figure 7 shows STEM micrographs of SUS 316L 1ART specimens, which reveal fine and parallel lath 
structure like in SUS 304L 1ART specimens. In 316L 1ART specimens, however, micro shear bands across 
laths are also found, and fine laths are all gamma austenite phase compared with a composite structure of 
gamma austenite with alpha prime martensite phases in 304L 1ART.  Laths in 316L 1ART holds twin 
relationship and faulted gamma austenite phase in irregular shape is found on the interfaces. 
Contrast to XRD analysis results which show no trace of alpha prime martensite phase, very fine alpha 
prime martensite phase 10 to 20 nm in size is found within micro shear bands (Figure 9). The very fine 
alpha prime martensite phase is located at the intersection site of faluted gamma austenite and twin gamma 
austenite phases, although these alpha prime martensites are very small in extent and loc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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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TEM images in one pass ECAPed 316L  

 

 
Figure 8. (a)Bright-field TEM micrograph showing lath microstructure in the one-pass 316L steel (b) SAD 
pattern showing the lath consists of platelets of gamma-austenite and twin. (c), (d) high magnificati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irregular stacking fault bundle layer between gamma-austenite and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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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S 316L 2B300 
SUS 316L specimens that are passed the die twice at 300 oC show a similar features with those of 316L 
1ART specimen. Low magnification micrographs in STEM mode reveal fine lath structure. Although alpha 
prime martensite phase was not observed even on the intersecting region of faulted gamma austenite and 
twin gamma austenite, planar defects like stacking faults bundle are easily found on the lath interfaces and 
also within the laths. 

 

 
Figure 9. (a), (d) Bright-field TEM micrographs showing lath microstructure in the two-pass ECAPed 316L 
steel (b), (e) high magnificati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alpha prime-martensite island in 
the intersection of two deformed gamma-austenite laths. (c), (f)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showing 
nanometer sized alpha prime-martensit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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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TEM images (a), (b) and bright-field TEM micrographs (c),(d) of two pass ECAPed 316L at 300℃. (e), (f) high 
maginificaton TE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small austenite grain and the existence of planar defect in the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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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Milestone/Deliverable Summary: 
 
Include a milestone/deliverable summary per template below. 
 

Milestone/Deliverable Description Planned 
Completion Date 

Actual 
Completion Date 

   
   
   
   
   
   
 
 
List of Publications 
Include all publications to date. 
 
 
Financial Performance Summary: 
 
Include a table showing cumulative planned and actual costs by month per template below. 
 
FY20XX DOE/NE Funding Support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y Aug Sep 
Cumulative             
  - Plan 17 33 50 67 83 100 117 133 150 167 183 200 
  - Actual  10 10 10 10 10 26 85 117 147 15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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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PROGRESS REPORT 
 
 

Project Number and Title: Enhanced radiation resistance through interface modification of 

nano-structured steels for Gen IV in-core applications 

Lead U.S. Investigating Organiz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 Principal Investigator: Todd R. Allen 

Lead Collaborating Investigating Organization: KAERI 

Lead Collaborating Principal Investigator: Jinsung Jang 

Other Collaborating Organizations: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Florida,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orting period: 10/1/2010-9/30/2011 

U.S. NTD/SIM: 2009-002-K 

U.S. Work package #: AFF-1 (NERI) 

 

Project Status Summary 

 

In the previous annual report, we processed a variety of austenite steels by using Equal 

Channel Angular Processing (ECAP) technique. In this annual report, we will report several 

major progresses.  

 

(1) We examined the deformation mechanisms in ECAPed Fe-14Cr-16Ni alloys. The average 

grain size has been refined from 700 microns down to ~ 400 nanometers. The yield strength of 

ECAP alloys is 5-6 times greater than coarse-grained alloys, and the ductility remain very high, 

~ 15% uniform elongation. What is more, these ultra fine grained alloys retain strong work 

hardening capacity. This is rare as most ECAPed alloys have very little work hardening 

capability. The strain rate sensitivity of the alloys is lower than bulk alloys.  

 

(2) He ion irradiation resistance of ultra fine grained Fe-14Cr-16Ni alloys. At a peak fluence 

level of 5.5 displacement per atom (dpa), helium bubbles, 0.5-2 nm in diameter, were observed 

in both coarse-grained (CG) and ultrafine grained (UFG) alloy.  The density of He bubbles, 

dislocation loops, as well as radiation hardening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UFG Fe-Cr-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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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comparing to those in its CG counterpart. The results imply that radiation tolerance in bulk 

metals can be effectively enhanced by refinement of microstructures.  

 

(3) In situ Kr radiation was performed on ECAPed Fe-14Cr-16Ni alloys. Studies show that the 

dislocation loop density in ECAPed alloys is much lower than that in coarse grained (as-

received) alloys. Furthermore, no defect denuded zone was observed along grain boundaries in 

UFG specimens. This may be related to the fact that grain size (~ 400 nm) is greater than TEM 

foil thickness (~ 100 nm), and thus foil surfaces act as defect sinks as well.  

 

(4) 304L and 316L stainless were processed by ECAP. The final products have an average grain 

size of ~ 100nm and grains are mostly equiaxed. The microstructure and tensile behavior of these 

alloys are studied. ECAP induces significant strengthening in these alloys. 

 

(5) ODS alloys were prepared by consolidation of mechanically alloyed powders by Dr. Jang’s 

group in South Korea. The as-consolidated bars were then processed by ECAP at TAMU by 

Zhang’s group. Microscopy studies were performed at TAMU. Preliminary studies show 

moderate grain refinement and uniform dispersion of nanometer scale oxide particles. 

 

(6) Dr. Jang’s group (South Korea)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of ECAP processed ODS 

alloys and their hardness. They also examined PM2000 alloys and perform torsion studies of 

316L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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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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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increase radiation tolerance in candidate alloys for Gen 

IV fuel cladding through optimization of grain size and grain boundary characteristics. The focus 

is on nanocrystalline metal alloys with a fcc crystal structure. The long-term goal is to design and 

develop bulk nanostructured austenitic steels with enhanced void swelling resistance and 

substantial ductility, and to enhance their creep resistance at elevated temperatures via grain 

boundary engineering. The combination of grain refinement and grain boundary engineering 

approaches allows us to tailor the material strength, ductility, and resistance to swelling by 1) 

changing the sink strength for point defects, 2) by increasing the nucleation barriers for bubble 

formation at grain boundaries, and 3) by changing the precipitate distributions at boundaries. 

Compared to ferritic/martensitic steels, austenitic steels possess good creep and fatigue 

properties at elevated temperatures, and better toughness at low temperature. However, a major 

disadvantage of austenitic steel is that they are vulnerable to significant void swelling in nuclear 

reactors, especially at the temperatures and doses anticipated in the Gen IV reactors. The lack of 

resistance to void swelling in austenitic alloys led to the switch to ferritic/martensitic steels as the 

preferred material for the fast reactor cladding application. Recently a type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HT-UPS (high temperature ultra-fine precipitates strengthened), was developed at ORNL, 

and is expected to show enhanced void swelling resistance through the trapping of point defects 

at nanometer-sized carbides. Reducing the grain size and increasing the fraction of low energy 

grain boundaries should be able to reduce the available radiation-induced point defects (due to 

the increased sink area of the grain boundaries), make bubble nucleation at the boundaries less 

likely (by reducing the fraction of high-energy boundaries), and improve the strength and 

ductility under radiation by producing a higher density of nanometer sized carbides on the 

boundaries.  This project will focus on void swelling, but advances in processing of austenitic 

steels are likely to also improve the radiation response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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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rogress 

 Several projects have been running in parallel at each institution and through intimate 
collaborations. As each project contains several tasks listed in the above schematics, it is natural 
to group the projects based on their focus (rather tasks). For the sake of clarity, we summarized 
below the major progress of 5 projects, each led by an institution with the assistance from other 
institutions. 
 
1. Deformation mechanisms of ultrafine grained Fe-Cr-Ni alloy processed by ECAP 

Lead organization (Texas A&M, Xinghang Zhang, K. Ted Hartwig) 

 
In the previous annual report, we have presented preliminary studies on mechanical 

properties of ECAPed Fe-Cr-Ni alloys. In this report, we present the complete studies of 

deformation mechanisms in Fe-Cr-Ni alloys.  

The material used in the ECAP experiments was Fe-14Cr-16Ni (wt.%) ternary alloy, 

fabricated by vacuum cast and subsequent hot isostatic pressing, the initial average grain size is ~ 

700 µm. ECAP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a split die with channels intersecting at a contact 

angle of 90°, which yield an effective strain of ~1.15 per single pass. The billet was machined to 

be 19 × 19 × 152 mm, and eight passes ECAE were carried out on the sample at 500oC using 

route Bc, which means that between subsequent passes, the sample was rotated by 90° 

continuously around its longitudinal 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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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1. XRD profile of the as-received CG and as-processed UFG Fe-Cr-Ni alloy. 
The as-received sample is fully austenitic, and there is a small α΄ (110) peak appears 
in the as-processed sample, which was taken from the longitudin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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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shows the XRD profiles of as-received coarse grained (CG) and as-processed 

ultra fine grained (UFG) Fe-Cr-Ni alloy.  The as-received sample is fully austenitic. The as-

processed sample was taken from the longitudinal plane of the ECAPed billet. As shown in Fig. 

1.1, a small α΄ (110) martensite peak appears. The peak intensity of austenite phase reduces and 

the full width half maximum (FWHM) increases after ECAP experiments due to grain 

refinement.  

Fig.1.2 (a) shows the TEM micrograph of the UFG specimen. The inserted selective area 

diffraction (SAD) pattern has a ring pattern, indicating the formation of fine grains with high 

angle grain boundaries. Also SAD pattern suggests that austenite is the dominant phase. The 

statistical analysis of grain size distribution shows an average grain size of ~ 400 nm, as shown 

in Fig. 1.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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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hows the true stress- true strain curves of CG and UFG specimens tested at 20, 

100 and 200oC using a constant strain rate of 10-3 s-1. The yield strength of the sample after 

ECAP significantly increases from 100 (CG specimen) to 660 MPa (UFG specimen) tested at 

20oC. The yield strength of the UFG specimen slightly decreas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rom 20 to 200oC, whereas the ductility shows strong temperature dependence. The elongation-

Fig.2 (a) TEM micrograph of UFG Fe-14Cr-16Ni. The inserted selected area 
diffraction (SAD) pattern shows ring pattern, indicating the formation of fine 
grains with high angle grain boundaries. (b) Statistical distribution of grains shows 
the average grain size is ~ 4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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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ailure dramatically decreases by a factor of ~ 3 as the test temperature increases up to 200oC. 

Furthermore both CG and ECAPed UFG specimens possess significant work hardening 

capability when tested at 20oC. Work hardening capacity in UFG specimen quickly degrades 

when tested at elevated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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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of CG (as-received) and UFG (as-processed) Fe-
14Cr-16Ni alloy tested at a strain rate of 10-3 s-1 and at a temperature 20, 100 and 
200°C.The yield strength of the alloy increases by a factor of ~ 6 after ECAP while 
work hardening capability retains. The ductility of the UFG sample decreases as testing 
temperature increases from 20°C to 200°C.  
 

Fig. 1.4 Strain hardening rate (dσ/dε) vs. true strain (ε) at temperature from 20°C to 
200°C for CG and UFG specimen. The average strain hardening rate of UFG sample 
reduces slightly at 20°C, compared with that of CG sample. As the test temperature 
increases from 20 to 200°C, the strain hardening rate decreases dra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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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hows strain hardening rate (dσ/dε) as a function of a true strain (ε). Comparing 

to CG specimen, the uniform strain hardening rate is slightly lower in UFG specimen tested at 

20°C. As the testing temperature increases, the strain hardening rate of UFG specimen decreases 

dramatically.  

The SEM micrograph in Fig. 5 shows the fracture surface of the UFG specimen tested at 

20oC and 200°C. The dimple-like morphology dominates the fracture pattern after test 

temperature of 20°C, implying that the failure mode is ductile rupture, while more area on 

fracture surface tested at 200°C shows cleavage feature, as shown in Fig. 1.5 (b), although a few 

dimples still can be observed.  

 

   
 

 

 

 

Microstructure of the UFG sample after tensile test at 20°C was examined by TEM. As 

shown in Fig. 1.6, the bright filed TEM image suggests that grains remain equiaxed, yet a higher 

density of dislocations together with deformation twins are observed. The SAD pattern suggests 

that austenite is still the dominant phase even though the samples were strained to a true strain of 

more than 15%.  

Fig. 1.5 (a) The fracture surface of UFG sample after testing at 20°C shows the dimple-
like morphology. (b) The fracture surface of UFG sample subjected to the tensile test at 
200°C shows dominated cleavage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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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jump tests at strain rates varying from 10-5 to 10-2 s-1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strain rate sensitivity. Fig. 1.7 (a) shows the jump test results of CG and UFG samples at 

20°C. Fig. 1.7 (b) presents the jump test results for the UFG samples at 100 and 200°C up to ~ 

5% true strain. The numbers in Fig. 1.7 stand for the applied strain rates. For instance “-3” 

represents a strain rate of 1 × 10-3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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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M micrograph of UFG specimen after tensile test at 20oC shows the 
retention of UFG grains with a few deformation twins. SAD pattern indicates the major 
phase remains austenite.  
 

Fig. 1.7 (a)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of CG and UFG Fe-Cr-Ni alloy at 20°C, the 
strain rate varies between 10-5 s-1 to 10-2 s-1. (b) True stress-true strain curves of UFG 
specimen during jump tests at 100°C and 200°C in the first 5% plastic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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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in rate sensitivity exponent (m) can be calculated by 

 

TTm ,, )
log

)(1()
log
log(  





 







                                       (1), 

 

where  is true stress and  is strain rate. The values of m can be calculated from the slope in the 

plot of log vs. )log( , as shown in Fig. 1.8. At 20°C, the average value of m is estimated to be 

~ 0.014 for CG specimen (the m value of bulk 304 SS at 30°C is ~ 0.012), By refining the gains, 

the average m value of the UFG sample at 20°C is calculated to be ~ 0.007, and as test 

temperature increases to 100 and 200°C, the m value rises to 0.009 and 0.012 resp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in rate sensitivity and activation volume v  is 

 

v
kTm


3

                                                           (2) 

 

where k is Boltzmann constant. By using the slope of )log(3 kT vs. , we derive the activation 

volume is ~ 130b3 (where b is the Burgers vector) for CG sample and ~ 38b3 for UFG sample at 

20°C. At elevated temperature, the activation volume of the UFG specimen is reduced further to 

be ~30b3 at 100°C and ~26b3 at 2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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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hardening   

The microstructure of Fe-Cr-Ni alloy is successfully refined by three orders of magnitude, 

from 700 m for as-received material down to 400 nm by ECAP processing at 500oC. The 

microstructure refinement is achieved by continuous accumulation of dislocations during severe 

plastic deformation. The increase of yield strength in UFG specimen at 20oC mainly originates 

from the grain refinement. The contribution of martensite to hardening is negligible as the 

predominant phase remains austenite after deformation. For most NC/UFG metals and alloys 

produced by using severe plastic deformation (SPD), dislocation saturation is achieved very 

quickly, resulting in the lack of strain hardening and diminished dislocation activity during 

deformation. However, under hot working conditions, some NC/UFG metals and alloys undergo 

dynamic recovery during SPD. The annihilation and rearrangement of dislocations due to the 

dynamic recovery lower the average stain energy associated with the dislocations and reduce the 

dislocation density inside the grains. The total dislocation density evolution rate (


d
d ) can be 

expressed as 

 

  









d
d

d
d

d
d recostore                                                  (3), 

 

where dstore/d stands for dislocation storage rate, which is an athermal component, and 

dreco/d describes the dislocation density evolution due to dynamic recovery, which is 

influenced by thermal activation. In this current study, the strain hardening rate of UFG 

specimen at room temperature in the uniform deformation region is only slightly less than that of 

CG specimen and the true uniform strain exceeds 15%. During ECAP processing at 500oC, the 

dislocations produced by severe plastic deformation evolved into the grain boundaries and/or 

annihilated by dislocations with opposite Burgers vector. Both processes lower the overall 

Fig. 1.8 Plot of log(σ) vs. log( ), the strain rate sensitivity (m) is estimated by the slop 
of the curves. Average m value of CG and UFG specimen at 20C is calculated to be ~ 
0.014 and ~ 0.007, respectively. For the UFG specimen, at elevated temperature, 
average value of m is ~ 0.009 at 100°C, and ~ 0.012 at 2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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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location density in grains. Dynamic recovery occurs during ECAP at elevated deformation 

temperature, and consequently renders the UFG specimen strain hardening capacity when tested 

at room temperature.  

The effect of dynamic recovery on strain hardening rate becomes stronger with increasing 

temperature due to the increased mobility of dislocations. The strain hardening rate (


d
d ) can be 

described as  

 

)],,([ 

 T
d
d

rh                                                      (4), 

 

where h is an athermal hardening component due to dislocation storage, r is dynamic 

recovery term related to the temperature, strain rate and flow stress. As shown in Fig.4, during 

the uniaxial tensile tests, the strain hardening rate decreases quickly when temperature increases 

to 200oC. It is likely dislocation density rapidly reduces through annihilation of dislocations or 

grain boundary absorption. Both processes assist dynamic recovery and hence the strain 

hardening rate is reduced. Although the strain hardening rate dramatically reduces when the 

temperature rises to 200oC, the flow stresses only slight decreases. The retention of yield strength 

at elevated temperature indicates that the equiaxed fine grains are thermally stable at the testing 

temperature. The thermal stability of these UFG specimens will be reported elsewhere. The 

moderate reduction of yield strength is a result of temperature assisted activation of dislocations 

activities during the onset of plastic yielding.  

 Based on the Considere’s criterion, the plastic instability (necking) occurs when 





 


)(                                                               (5) 

where   and  are true stress and true strain, respectively. The rapid reduction of strain 

hardening rate (


d
d ) leads to the onset of necking at smaller strain, and thus reduces uniform 

plastic strain during tensil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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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rate sensitivity of flow stress  

The strain rate sensitivity of the Fe-Cr-Ni alloy reduces by a factor of 2 when the average 

grain size is refined from 700 µm to 400 nm. Although the absolute flow stress increase per 

strain rate of UFG specimen is larger than that of CG specimen, the m value still drops for the 

smaller grain size due to the inversely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flow stress, in Eq.(1). A 

large activation volume estimated for CG specimen is related to the dislocations cutting through 

the forest dislocations, while the reduced activation volume in UFG sample might be attributed 

to the enhanced effect of grain boundary diffusion process. With the consideration of strain rate 

sensitivity, the Hart’s instability criterion is 

 

01)(1
 m

d
d




                                                       (6), 

 

It is clearly seen from the above equation that given the flow stress ( ), large strain 

hardening rate (


d
d ) and/or strain rate sensitivity (m) helps to sustain the homogeneous 

deformation before the onset of necking. Although the average strain rate sensitivity of UFG 

specimen increases from 0.007 to 0.012 by increasing the temperature from 20oC to 200oC, the 

rapid drop of the strain hardening rate results in the reduction of uniform plastic strain at 200oC. 

In other words, the strain rate sensitivity increase by temperature cannot compensate the decrease 

of strain hardening rate, and the improvement of strain hardening would offer more resistance to 

the onset of localized deformation.  

 
 
2. He ion radiation damage of ultra fine grains in ECAP processed Fe-14Cr-16Ni (wt.%) 

alloys  

Lead organization (Texas A&M, Xinghang Zhang) 

  

The Fe-14%Cr-16%Ni ternary alloy, with initial average grain size of 700 µm, was 

fabricated by vacuum cast and subsequent hot isostatic pressing. ECAP process was used to 

refine the grain size of the Fe-Cr-Ni alloy down to ~ 400 nm. Helium ions at an energy of 100 

keV were implanted to coarse grained and ultrafine grained Fe-Cr-Ni alloy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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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 fluence of 6 × 1016/cm2.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experiment was 

performed on a JEOL 2010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operated at 200 keV. Cross-

sectional TEM (XTEM) samples were prepared by dimpling and low energy (3.5 keV) Ar ion 

milling. The artifacts induced by Ar ion milling were removed by low energy ion polishing 

process.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were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by Fischerscope HM 

2000XYp instrument with a Vickers diamond indenter, using instrumented nanoindentation 

technique.    

  

 

 

 

 

 

 

 

 

 

 

 

 

 

 

 

SRIM, based on Monte Carlo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the defect and ion 

distribution in Fe-14Cr-16Ni compound irradiated by He ions at 100 keV with a fluence of 

6×1016 ions/cm2. The simulation, as shown in Fig.2.1, predicts that the peak damage induced by 

He collisions in the compound is ~ 5.5 dpa at a depth of ~ 250 nm, and the radiation damage 

extends to a maximum depth of ~ 480 nm. The peak He concentration, with a value of ~ 4.0 at.%, 

occurs at a depth of ~ 320 nm. 

 

Figure 2.1. Depth profile of radiation damage (displacement per atom (DPA)) and 
Helium concentration obtained from SRIM simulation for Fe-14Cr-16Ni alloy 
subjected to He ion irradiation at 100keV and a fluence of 6 × 1016/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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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focused bright field XTEM micrographs of as-received, coarse grained (CG) Fe-

14Cr-16Ni alloy after He ion irradiation are shown in Fig. 2.2. Fig. 2.2 (a) presents an overview 

of the irradiated region, wherein He bubbles can be clearly observed. Magnified micrographs of 

two regions, A and B in Fig. 2.2 (a), are shown in Fig. 2.2 (b) and Fig. 2.2 (c), respectively. 

Bubbles appear at a depth of ~ 100 nm from surface as shown in Fig. 2.2 (b). The maximum 

bubble density occurs approximately at 250 nm underneath the surface in ion irradiated Fe-Cr-Ni 

alloy, as shown in Fig. 2.2 (c). The black dots in Fig. 2.2(c) are dislocation loops created by 

displacement damage. Fig. 2.3 presents the microstructures of ultrafine grained (UFG) Fe-Cr-Ni 

alloy after helium ion irradiation at the same condition. Fig. 2.3 (a) shows the radiation damge 

region in the ion irradiated UFG Fe-Cr-Ni alloy. Grain boundaries and high density of 

dislocations produced by severe plastic deformations can clearly be observed. Fig. 2.3 (b) and 

Fig. 2.3(c) shows the magnified images of region A and B in Fig. 2.3 (a), respectively. Again in 

the surface region where radiation dose is low as shown in Fig. 2.3(b), He bubbles are observed. 

The density of He bubbles reaches a maximum in the region of peak dpa as shown in Fig. 2.3(c). 

e  

 

 

 

 

 

 

 

 

 

 

Figure 2.2 (a) Low magnification under focused XTEM micrograph of coarse grained 
Fe-Cr-Ni alloy irradiated with He ion at 150keV and a fluence of 6 × 1016cm-2. (b) 
Magnified image of region A in Fig.2 (a) shows He bubbles and He bubbles tend to 
align along grain boundaries. (c) Magnified image of region B shows high density of 
He bubbles as well as interstitial loops. The loop density is much lower than that of He 
bub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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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bubble density distribution at different depth is calculated from XTEM measurement, 

and the thickness of TEM sample is assumed to be ~ 50 nm. Fig. 2.4 compares the depth 

dependence of bubble density in irradiated CG and UFG Fe-Cr-Ni alloy. The peak bubble 

density and average bubble density of irradiated UFG Fe-Cr-Ni alloy are lower than those in 

Figure 2.3 (a) Low magnification under-focus XTEM micrograph of UFG Fe-
Cr-Ni alloy ion-irradiated by Helium ions at 150keV and a fluence of 6×1016cm-

2. (b) Magnified image of surface region A in Fig.3(a) shows He bubbles. (c) 
Magnified image of peak damage region B in Fig.3 (a) reveals high density of of 
bubbles with, however, little sign of interstitial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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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ed CG Fe-Cr-Ni alloy. The peak bubble density appears at a depth of ~ 250 nm in CG Fe-

Cr-Ni alloy, which is deeper than that in UFG alloy, ~2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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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Depth dependent He bubble density in irradiated CG (open triangles) 
and UFG (solid squares) Fe-Cr-Ni alloy. He bubble density in the peak damage 
region is reduced by in UFG alloy. Also the peak bubble density in UFG alloy 
appears at a shallower depth with respect to film surface. 

 

Figure 2.5. Bubble diameter distribution in the peak damage region of He 
irradiated CG and UFG Fe-Cr-Ni alloy. The average bubble diameter in CG and 
UFG Fe-Cr-Ni alloy is 1.3 nm and 1.0 n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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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resents the bubble diameter distribution in the irradiated CG and UFG Fe-Cr-Ni 

alloy at the peak damage region, obtained by under-focused XTEM micrographs. The average 

bubble diameter in irradiated CG and UFG Fe-Cr-Ni alloy is ~1.3 nm and ~1.0 n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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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ardness evolution of CG and UFG Fe-Cr-Ni alloys after ion irradiation is examined 

at indentation depth of 200 nm to 1.0 µm and results are shown in Fig. 2.6. The hardness 

increase in CG Fe-Cr-Ni alloy is a relatively constant value, ~ 0.9 GPa, when indentation depth 

is between 200 and 350 nm. At greater indentation depth, the radiation hardening appears 

reduced and finally saturates at a level of ~ 0.35 GPa. The depth dependent radiation hardening 

in UFG Fe-Cr-Ni alloy follows a similar trend. But the magnitude of hardening at all depth is 

much lower than those in CG specimen. The maximum hardening in UFG specimen is ~ 0.32 

GPa, about 65% less than that in the irradiated CG Fe-Cr-Ni alloy at a depth interval of 200-250 

nm. Whereas when h > 250 nm, the magnitude of radiation hardening reduces to ~ 0.05 GPa.   

 The following section presents our interpretations of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its 

correlation to radiation hardening in CG and UFG alloys. 

Figure 2.6.  Hardness increase (H after ion irradiation-H before ion irradiation) of CG and UFG Fe-
Cr-Ni alloy after He ion irradiation as a function of indentation depth. Radiation 
hardening in CG and UFG Fe-Cr-Ni alloy is indicated by open squares and open 
triangles, respectively. The calculated radiation hardening due to He bubbles in the 
peak damage region, shown by solid squares and triangle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s in the sam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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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ucture evolutions.  

 Helium bubbles have been observed in both ion irradiated CG and UFG Fe-Cr-Ni alloy. 

Compared to irradiated CG materials, the reduction of peak and average He bubble density in 

irradiated UFG Fe-Cr-Ni alloy indicates that the overall concentration of vacancies must have 

been reduced. During radiation, vacancies and interstitials are generated as a result of 

displacement cascade. These point defects can be annihilated through direct recombination, 

absorbed via pre-existing defects, such as layer interfaces, dislocations, grain boundaries, 

cavities, etc., or aggregated into clusters, such as helium bubbles and interstitial loops. ECAP 

induced a very high density of high angle grain boundaries as well as dislocations which can act 

as effective defect sinks for the recombination of the irradiation induced point defects. And 

consequently ECAP specimen should possess lower density of defect clusters, as evidenced by a 

lower density of He bubbles and fewer interstitial loops.  

 The internal pressure in a pressurized helium bubble is expressed by:  

rp 2/  

where p is the pressure,  is the surface energy, mN /2  for stainless steel, and r  is the 

average radius of the bubbles. The hard sphere equation of state (EOS), Carnahan-Starling EOS, 

is applied to calculate the He density in a nano-scale bubble with high pressure at 20°C: 

332 )1)(1(  yyyy
NkT
pV  

V
Ndy 

6

3  

where V is the volume of the bubble, N  is the number of the atoms, d is the diameter of the 

atom , T  is the temperature and k is the Boltzmann’s constant. Based on the above equations, 

the average He density in a bubble is 0.21cm3/mol for CG Fe-Cr-Ni alloy, and 0.19 cm3/mol for 

UFG Fe-Cr-Ni alloy.  

 

Hardening mechanism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irradiation induced hardening and embrittlement are 

cau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dislocations and irradiation-produced obstacles such as defect 

clusters, loops, precipitates, void, etc. Two major mechanisms were proposed to explain the 

radiation hardening: source hardening, the increase in critical stress required to mo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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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location on its slip plane due to the pinning effect of the obstacles; and friction hardening, 

where the dislocation movement is impeded by the radiation-induced defects lying close to or on 

its slip plane. Compared with the friction hardening, the contribution of source hardening is 

relatively small. Two types of radiation induced defects, strong obstacles such as interstitial 

loops, and weak obstacles like He bubbles, result in friction hardening. Two dislocation barrier 

models, dispersed barrier model for the strong obstacles such as interstitial loops, voids, SFT etc. 

and Friedel-Kroupa-Hirsch (FKH) model for weak obstacles like helium bubbles, have been 

proposed to describe the radiation induced friction hardening in metals.   

 In a low temperature range, T 0.4Tm (Tm is the melting temperature), the contribution of 

helium bubbles to the radiation hardening is very small at low helium concentration and it 

becomes significant only when the He concentration is above a critical value, ~ 1 at.%. SRIM 

simulation predicts that the helium concentration in the peak damage region is about 4 at.%.  In 

this study, the weak obstacle model, FKH model, is used to estimate the radiation induced yield 

strength increase, Δσ,  

3/2)(
8
1 NbdM   

where M is Taylor factor, 3.06 for FCC metals, µ is shear modulus, b is Burgers vector, d is the 

diameter of the bubble, N is bubble density. On the basis of the above model, the calculated 

radiation hardening, estimated as three times that of the calculated Δσ, is indicated by solid 

squares and triangles for the CG and UFG Fe-Cr-Ni alloy, respectively, in Fig. 2.6.  The results 

show that the calculated radiation hardening in the peak damage region is comparable to the 

experimental value. Besides helium bubbles, dislocation loops may also contribute to the 

radiation hardening. It’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helium bubbles induced hardening and 

dislocation loops induced hardening. From the XTEM images, the dislocation loop density is 

very low and the average loop size is ~ 4 nm, and thus the contribution of dislocation loops is 

very small based on the dispersed barrier hardening model.   

 
3. In situ Kr ion irradiation of ECAPed Fe-14Cr-16Ni  
Lead organization: University of Florida (Yong Yang) and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Todd Allen) 
 
 During this research quarter, the ion irradi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the in-

situ ion beam at the Argonne National Laboratory. The planned irradiation conditions ar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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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able 3.1 with the completed conditions shadowed, where the ECAP+HT denotes the heat 

treated ECAPed specimen, and heat treatment condition is: annealing at 700 °C for 5 min 

followed by water quenching. At each radiation temperature (300-500oC), the irradiations were 

terminated at 2, 5 and 10 dpa, respectively, so the irradiated specimens can be re-examined after 

the in-situ experiment. However, the irradiation at 500 °C was only performed at the dose up to 2 

dpa due to the excessive receding of the electron transparent area during the experiment, which 

can be caused by the surface diffusion at this temperature in a high vacuum. Due to the time limit, 

only a partial of the experiments was completed. A renewal proposal will be submitted and more 

experiments will be performed. 

 
Table 3.1 Conditions using in-situ ion beam (1 MeV Kr) 

 

Materials 300 °C 400 °C 500 °C 
2  dpa 5 dpa 10 dpa  2 dpa  5 dpa 10 dpa 2 dpa 5 dpa 10 dpa 

ECAP          
ECAP+HT          
Model 
alloy 

         

 
 During the irradiations, the grain structure of the ECAPed and ECAP + HT (heat treated) 

specimens remained stable at 500 °C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and no grain boundary 

migration was observed. Due to the small grain size of the specimen, the in-situ TEM 

observations were only performed at a near bright-field kinematic condition. Currently, the JEOL 

2010F with a much a smaller beam size is being used to quantify the irradiated microstructure at 

the UF campus, the quantitative result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rradiation induced defects 

and the grain size/grain boundary character will be reported in the next quarterly report.  Figures 

3.1-3.3 only quantitatively demonstrate the evolutions of the irradiated microstructures with 

different doses for both ECAPed and ECAPed+HT specimens. Comparison between the figure 

3.1 and figure 3.3 clearly shows that at higher irradiation temperature, dislocation loops tend to 

grow f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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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ECAP model alloy irradiated 
at 400 °C at a damage level of 0.1, 0.5, 1, 2 and 5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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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ECAP+HT model alloy irradiated at 400 °C at a 
damage level of 0.1, 0.5, 1, 2 and 5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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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r ion irradiated specimens were further examined using the JEOL 2010F TEM to 

quantify the grain boundary effects (grain size) on the irradiation induced dislocation structures. 

Due to the ultra-fine grain siz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tilt the specimen to a desired two-beam 

condition. However, the preliminary results qualitatively show that the grain boundaries with an 

average grain size of 350 nm do not present any detectable strong sink effect for point defects at 

400°C. As shown in figure 3.4, no defect-denuded zone was observed at any edge-on grain 

boundaries. Since the irradiations were performed on a TEM specimen and the thickness of the 

specimen is generally much less than 100 nm, the two free surfaces of the specimen can serve as 

the strong sink for point defects and further weaken the effects from the grain boundaries. 

 

Figure 3.3. Microstructural evolution in ECAP model alloy irradiated at 
500 °C at a damage level of 0.1, 0.2, 1 and 2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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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Irradiated microstructures of ECAP model alloy (10 dpa at 400°C). 
 
 
Ion irradiation - Proton irradiation 

The to-be-irradiated bar specimen with dimensions of 2x2x20 mm were prepared using 

wire-EDM cutting, as shown in figure 3.5. The bar specimen will also be prepared for the 

ECAPed model alloy with an average grain size of 25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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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o be irradiated bar specimen of ECAPed model alloy 

More to-be-irradiated bar specimens with dimensions of 2x2x20 mm were prepared using 
wire-EDM cutting for the as-received model alloy and the newly processed ECAPed specimen 
with a smaller grain size. The TEM bars will be subjected to electropolishing and then proton 
irradiation at UW ion beam facility.  

 
 
Fe++ heavy ion irradiation: 

The bulk irradiation was performed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using F++ ions to dose of 

50 dpa at 380°C, and the TEM bar was delivered to UF. Half of the bar was then sent to TAMU 

for the study of dislocations and the other half of specimen remains at UF for the study of grain 

boundary evolution using NanoMegas as well as the irradiation hardening using a nano-indenter. 

Figure 3.6 shows the irradiated specimen and the optical images shown that the electropolished 

surface is well preserved and no sputtering erosion is identified.  

(a)  (b)  
 
Figure 3.6. (a) Half piece of the Fe++ irradiated specimen, (b) optical image of the irradia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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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crystalline 304L and 316L stainless steels processed by 

ECAP  

Lead organization (Texas A&M, Xinghang Zhang) 

 

Processing 

Commercial 304L and 316L stainless steel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tarting material 

for each is a long bar (rod) of pre-extruded material of an approximately one inch square cross 

section from which the billets were cut. The cross-section of specimens was reduced accordingly 

by milling in order to accommodate for thermal expansion of material. A nominal composition 

for each is given in Table 4.1. 

 

Table 4.1. Nominal composition of 304L and 316L SS. 

 

Wt. % 304L 316L 

Cr 18.19 15.94 

Ni 8.04 10.13 

Mn 1.68 1.38 

Cu 0.55 - 

Co 0.16 - 

S 0.03 0.03 

Si 0.3 0.47 

N 0.08 0.77 

P 0.026 0.028 

Mo 0.12 2.01 

C 0.02 0.028 

Fe Balanc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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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different processing conditions for different specimens. Table 4.2 contains 

the key details and identifiers that will be referenced throughout this thesis. 

 

Table 4.2. Processing parameters and identifiers 

 

Specimen Billet 

Dimensions 

Route Extrusion 

Temperature 

(oC) 

Identifier 

304L .97'' × .97'' × 6'' 2B 300 2B 300 

 .725'' × .725'' × 6'' 4Bc 500 4Bc 500 

 .725'' × .725'' × 6'' 6Bc 500 6Bc 500 

316L .97'' × .97'' × 6'' 2B 300 2B 300 

 .725'' × .725'' × 6'' 4Bc 500 4Bc 500 

 

 

All billets were furnace annealed for up to one hour at 1150 oC and subsequently 

quenched in air prior to extrusion. ECAP was carried out in a sliding wall die designed by Mr. 

Robert Barber and Dr. K. T. Hartwig. This was done by an MTS-controlled 225 ton (250 short 

ton) hydraulic press. For all extrusions, temperature was controlled by maintaining the die at the 

desired temperature so that extrusions could be carried out isothermally. Extrusion speed varied 

as a function of specimen, and pass number. The billets are then placed within the pre-heated die 

for approximately 30 min in order to reach extrusion temperature. Immediately after extrusion, 

the billet is removed quickly from the channel and quenched it in water. Maximum press load 

and die temperature were recorded during the extrusions and the dimensions of the extruded 

billet were recorded after cooling. This process was repeated for each extrusion. 

 

Microstructure - X-Ray Diffraction (XRD)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studies 

XRD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microstructure of processed specimens. 

Determination of γ-austenite and α’-martensite peaks were based on d spacing calculation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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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iron as a reference for austenite and α iron as a reference for martensite, and a comparison with 

literature. Spectra for the as-received and as-processed 304L stainless steel (SS) normal to the 

transverse direction of the processed billet are shown in Figur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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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304L stainless steel XRD spectra for as-received and as-processed material. 

 

The fully-annealed as-received (AR) specimen indicates a predominantly γ-austenite 

phase. Subsequent processing at elevated temperatures (300oC or greater) seems also to preserve 

the predominant γ-austenite with generation of a few stress-induced α'-martensite phases. The 

story i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304L SS processed at room-temperature. The spectrum shows 

that α’-martensite dominates when processed at room temperature. This may explain the 

difficulty in achieving more than one extrusion at this condition as significant hardening occurs 

as shown later. 

 
A similar situation arises in the 316L SS as shown in Fig. 4.2. Of worthy note is the fact 

that stress-induced martensite seems to be significantly suppressed. As shown by the 1A RT 

spectrum, unlike 304L 1A RT, a predominant γ-austenite is still preserved afte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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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processing. Indeed, α'-martensite formation is still suppressed even after higher-

temperature (300oC or greater) extrusions, and so does not appear in any significant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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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XRD spectra of 316L SS for as-received and as-processed material. 

 

Bright-field plane-view TEM micrographs of representative areas were taken from the 

transverse and flow planes of the as-processed billets. The transverse view is discussed first. The 

transverse view in all cases shows a mostly-laminated structure. Starting with 304L 2B300, we 

see that the microstructure is dominated by laminated structures which are probably plate-like, as 

shown in Fig.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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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a) 304L 2B 300 bright field TEM micrograph showing laminated grains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SAD) (not shown here) shows 

polycrystalline nature of grains with certain texture and predominant austenite structure.   

Fig. 4.4. Frequency histogram of 304L 2B 300C specimen showing the unimodal 

character of laminar thickness with an average laminar thickness of ~ 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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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minar structures are highly anisotropic in dimensions indicated by the frequency 

distribution for the grain size of the laminar spacing which shows an effectively unimodal 

distribution which confirms a uniform structural refinement (Figure 4.4), with an average 

thickness (D1) of ~ 70 nm. The length of laminations averages at ~ 1.8 μm. The continuous ring 

in the selected area diffraction (SAD) pattern indicates a fine-grained polycrystalline 

microstructure with certain texture. All the laminations or “columns” appear to be oriented the 

same way as can be discerned by moving the viewing area around. 

Further processing at higher temperature shows that the laminar structure remains, but the 

length of grains decrease significantly as shown in Fig. 2.5a for the 304L 4Bc 500 specimen. The 

average laminar spacing increases slightly in order to accommodate the decrease in length. 

Average laminar spacing (D1) becomes ~ 120 nm while the longer dimension (D2) has an 

average length of ~250 nm with a bi-modal distribution, albeit with a noticeably smaller 

occurrence of larger grains. Furthermore, some equiaxed grains become apparent. The bi-modal 

distribution of D2 is indicative of the occurrence of grain columns being compressed as will be 

more apparent in the case of the six-pass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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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a) 304L SS, 4Bc 500, bright field TEM micrograph showing laminated 

grains and gradual formation of equiaxed grains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b) Frequency histogram of grain size showing a bimodal distribution indicative 

of long grains becoming smaller equiaxed grains. (c) Frequency distribution of 

long grain dimension indicating a decrease in lamina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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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six passes, the 304L 6Bc 500 sample undergoes even further grain refinement as is 

evident in Fig. 4.6. The average laminar spacing now decreases slightly to ~ 100 nm, as shown in 

Fig. 4.7a, and the size distribution takes on a more obvious unimodal characteristic which also 

implies that the threshold for grain refinement is being reached. Similarly, the longer dimension 

decreases further to an average size of ~ 260 nm, also with a unimodal type of distribution as 

presented in Fig. 4.7b. Upon close examination of the micrograph, more equiaxed grains can be 

discerned within the surrounding laminated grain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trend 

established in that the long grains are now being compressed in to smaller, equiaxed grains, 

which is also confirmed by the unimodal distribution. 

 

 
 

Fig. 4.6. 304L SS processed at 4Bc 500C condition. The bright field TEM 

micrograph shows predominantly equiaxed grains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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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Grain size distribution of 6Bc 500 approaching unimodal character obtained from 

the transverse view. The smaller dimension (a) has an average grain size of ~ 100 nm, 

whereas the longer dimension (b) is ~ 260 nm.  

 

A similar situation arises in 316L stainless steel. The 316L 2B 300 specimen shows a 

mostly-laminated structure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Fig. 4.8a, with a unimodal average 

laminar spacing of ~ 80 nm as shown in Fig. 4.8b. The laminations also seem a little more 

randomly oriented than 304L 2B 300 which may contribute to the slightly higher hardness 

mentioned later in this chapter. However, unlike the previous 304L 2B 300 micrograph, this 

TEM sample was prepared via precision ion milling and so consequently, a much smaller 

viewing area is visible so it is difficult to get a notion of how long the grains are and also restricts 

the number of grains by which to base the distribution of grain size. However, it can be inferred 

by inspection that the grain extends through large areas of the sample just as in 304L 2B 300.  

 

 

Fig. 4.8 (a) Brightfield TEM micrograph of 316L 2B 300. (b) Frequency histogram of laminar 

thickness. 

 

Processing at higher temperature and greater passes, 316L 4Bc 500C, leads to an average 

laminar thickness of 80 nm. Unlike with the previous 304L micrographs, the striations see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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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randomly through the viewing area rather than aligning in a common direction, which may 

also contribute to the observed hardness. The length of laminars has been dramatically reduced 

compared to the 316L 2B 300C specimen. This may in fact be an evidence of a tendency to form 

equiaxed grains after more ECAP extrusions. Indeed, the appearance of what may be equiaxed 

grains is apparent from the TEM micrograph in fig 4.9 (a). This appearance persists throughout 

the entire viewing area and so indicates a uniformity of overall microstructural refine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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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 (a) Brightfield TEM micrograph of 316L 4Bc 500. (b) Frequency histogram of laminar 

thickness. 

 

Mechanical Properties 

The hardness evolutions of 304L and 316L before and after processing are summarized in 

Table 4.3. As expected, it can be seen that material hardening increases with further processing. 

In both 304L and 316L, significant hardening can be seen in their respective 1A RT processing. 

While this may be easily attributed primarily to the presence of martensite in 304L, it’s slightly 

more difficult to account for in 316L considering the predominance of austenite with only a 

slight fraction of martensite. Hardness increases steadily with further processing at higher 

temperatures, however,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observed grain size refinement previously 

discussed. The hardness of 316L seems to increase faster than that of 304L since the hardness of 

316L 4Bc 500 is comparable to that of 304L 6Bc 500. This strengthening trend will also be 

apparent in the results from tensile tests to be discussed later.  

 

Table 4.3. Hardness (HIT) evolution of ECAPed samples after ECAP processing. 

 

 SS 304L SS 316L 

Annealed 2.20 ± 0.05 GPa 2.10 ± 0.03 GPa 

1A RT 5.70 ± 0.09 GPa 4.90 ± 0.12 GPa 

2B 300 4.30 ± 0.09 GPa 4.60 ± 0.13 GPa 

4Bc 500 4.80 ± 0.14 GPa 5.10 ± 0.16 GPa 

6Bc 500 5.10 ± 0.17 GPa N/A 

 

In collaboration with Dr. Maloy at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tensile tests have 

been performed on three ECAPed specimens. Overall reduction in billet dimensions after 

subsequent processing limited the number of tensile test samples to two. The stress-strain curves 

for each processed material are presented in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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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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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Stress-Strain curves for (a) 304L 4Bc 500 (b) 304L 6Bc 500 and (c) 316L 4Bc 500. 

The two curves on each graph represent different strain rate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n increase in yield stress from 304L 4Bc 500 to 304L 6Bc 

500. 304L 4Bc 500 appears to be the most ductile of all the specimens considering the high 

amount of strain it is able to withstand before fracture. It also appears to have a comparable yield 

stress to those of 304L 6Bc 500 and 316L 4Bc 500.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an evident sensitivity to strain rate in 304L 4Bc500 specimen as the yield stress increases 

by about 200 MPa when the strain rate is increased by a factor of ten. This strain rate dependence 

is also apparent in 304L 6Bc 500 albeit to a lesser degree. Interestingly, 316L 4Bc 500 has a 

comparable yield stress and fracture strain to that of the 6-pass 304L sample indicating that 

similar grain refinement is achieved in 316L, but there appears to be very limited strain rate 

sensitivity in 316L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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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ield stress and strain at fracture for each specimen are summarized in Table 4.4. 

The comparisons show that the yield strength of 304L 4Bc500 specimen is lower than the other 

two specimens, but with greater strain to fracture. The yield strength and ductility of 304L 

6Bc500 and 316L 4Bc 500 specimens are similar.  

 

Table 4.4. Summary of uniaxial tensile test for as-processed 304L and 

316L at various strain rates. 

 

Specimen Strain Rate [s-1] Yield Stress [GPa] Strain at Fracture 

304L 4Bc 500 0.001 1.099 .31 

304L 4Bc 500 0.01 1.210 .26 

304L 6Bc 500 0.001 1.212 .19 

304L 6Bc 500 0.01 1.285 .16 

316L 4Bc 500 0.001 1.253 .16 

316L 4Bc 500 0.01 1.284 .18 

 

Analysis of fracture surfaces for all specimens, Fig. 4.11 a-c, indicates a ductile fracture 

mode for all specimens tested at the same strain rate of 10-3s-1. Ductile dimples are observed in 

all specimens, and they become finer in 304L specimens processed at a higher number of passes. 

The dimples in 316L 4Bc 500 are comparable to those of 304L 6Bc 500 confirmed by their 

comparable yield stresses and strain-at-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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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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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11. FESEM micrographs of the fracture surfaces of (a) 304L 4Bc 500, (b) 304L 6Bc 500, 

and (c) 316L 4Bc500 specimens tested at a strain rate of 10-3s-1.  

 

Discussion 

Microstructure 

The appeal of X-Ray diffraction is its versatility while remaining a non-destructive and 

powerful technique to analyze the microstructure of materials. Our primary interest in using this 

technique is to characterize the effects of ECAP on the microstructure of our stainless steels. It's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that austenitic steels subjected to ECAP tend to form 

predominantly martensite phases after numerous Bc processing at room temperature (ref: Bulk 

nanocrystalline stainless steel fabricated by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Huang et. al. Report 

~83% volume fraction of martensite after 8 passes following this route. It appears that there is 

probably a temperature dependence on this so-called deformation induced martensite 

transformation (DIMT) (ref: Formation mechanism of nanostructures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 

during equal channel angular pressing ) since, our multiple passes (4 – 6) at higher temperature 

did not impart such a noticable or significant quantity of martensite as can be seen fro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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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the ECAP 4-pass specimen reported by Huang et. al. in Fig. 4.12.  No information of 

processing temperature was made in that study by Huang et. al., however it can be inferred that it 

was performed at lower temperatures than our sample based on our results for 304L.  

 

 

Fig. 4.12. XRD of microstructural evolution of ECAP 304L SS as produced by Huang et. al. 

 

Formation of Fine Austenite Grains 

Microstructural refinement is achieved primarily through the action of deformation 

twinning during severe plastic deformation. Plastic shear strain at the beginning of the ECAP 

process produces a high density of deformation twins. These twin boundaries subdivide the 

original grains in to thin plate-like grains whose thickness are in submicron regime while the 

length extends through much of the original coarse grains. Successive processing via ECAP 

further divides these grains due to shear deformation from different directions consequent of the 

90o rotations between passes.  This happens because large dislocation clusters are introduced into 

the twin grains generated from the initial passes in order to accommodate further plastic strain. 

These dislocations develop in to grain boundaries via the action of additional ECAP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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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P also allows for the formation of fine-grained austenite grains via the mechanism of twin 

fragmentation. Grain refinement mechanisms transform from that of the dislocation division 

previously discussed to a so-called twin fragmentation mechanism. A limiting grain size 

refinement is restricted by factors such as stacking fault energy. A high-enough stacking fault 

energy tends to a fast dynamic recovery of dislocations during deformation. This prevents the 

dislocations from forming in to grain boundaries. It is unclear why we would witness less 

recovery of dislocations with processing at higher-than-room temperature. Twin boundaries also 

act as obstacles to dislocation recovery. As mentioned earlier, results from TEM show the 

formation of these platelets which gradually evolve in to equiaxed-looking grains. 

Discussion - Mechanical Properties 

It is well known that nanocrystalline or fine grained materials exhibit superior mechanical 

properties. We see from our studies that the refined grains produce harder material with increases 

in yield stress and decreased sensitivity to strain rate. It is usually suspected that finer grains 

should also lead to increase in material ductility. Such was not the case in our study. We find that 

there is an overall decrease in ductility from samples of lesser processing to those of more. This 

is not totally unexpected since such heavy deformation due to our processing is not without 

artifacts such as pores and tensile instabilities [Refere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crystalline materials], although this effect can be diminished by using tensile specimens of 

such small geometry as ours. This trade of ductility for yield stress in bulk materials should thus 

be expected. This may also support the notion that a high density of dislocations induced by 

processing may play a role in the grain refining process. The increase in hardnes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ECAP introduces such dislocations. While hardness is typically 

reported as Vicker's hardness, we opted to report indentation hardness instead. 

 

5. Grain boundary engineering on ECAP processed specimen \ 

Lead organization (Todd Allen –Wisconsin, Madison; Yong Yang –U of Florida) 

During this fiscal year, the rolling mill and the box furnace were delivered to University 

Florida and to be installed, shown as below in figur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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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Sheet rolling mill and newly set up tube furnace. 

 

An EBSD scanning on the tensile ruptured ECAPed model alloy was also tried. The 

small bar specimen was sliced form the gauge section of the miniature tensile specimen, and the 

surface was subjected to an electropolishing process to remove the mechanical polishing 

scratches and any residual deformation layer from the mechanical polishing, as shown in figure 

5.2. However, the quality from EBSD scanning was not acceptable with an extremely low 

Confidence Idex (CI). The possible reason might be the high density of dislocations from the 

ECAP processing and the subsequent tensile test. And another possible reason might be from the 

EBSD camera, a nickel specimen will be tested to eliminate any cause of the incorrect-setup of 

the EBSD camera. 

 

 
Figure 5.2. EBSD specimen of the tensile ruptured ECAPed model alloy from the gauge section of a 

miniature tensil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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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om Probe Tomography (APT) was also tried on the ECAPed model alloy to reveal 

any elemental segregation along dislocation lines or grain boundaries as well as to identify any 

fine precipitates from the ECAP processing. Totally, seven APT tips were lifted out for the 

electropolished specimen using FIB, and the APT was run on an IMAGO Leap at CAF-UA. 

Figure 5.3 shows an example of the APT images of the ECAPed model alloy tip; it shows that no 

elemental segregations were identified in the specimen and the concentration of C is also very 

low (not shown in Fig. 5.3). In the future, the APT tips will be particularly fabricated from the 

grain boundaries. 

 

 

 

   
 

Figure 5.3 APT images of ECAPed model alloy 

 

 

 

5. Microstructure of ferritic- martensitic ODS steel subjected to ECAP 

Lead organization (Texas A&M, Xinghang Zhang, K. Ted Hartwig) 

Oxide dispersion-strengthened (ODS) steels are being developed and investigated for 

nuclear fission and fusion applications. The application for fuel clads requires swelling resistance 

for high burn-up and equivalent radiation damage levels of more than 150 dpa. Austenitic 

stainless steels have good mechanical properties at elevated temperatures, but their void swelling 

resistance is poor at high temperatures and doses. Although the ferritic-martensitic steel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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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swelling resistance, it is limited in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due to its inferior creep 

strength. The ODS steel is designed to have a good combination of high temperature strength and 

enhanced radiation damage. ODS steels have Y2O3 oxide particles in the matrix, which serve as a 

barrier for mobile dislocations. The oxide particles can improve high-temperature creep strength 

of steels. 

The oxide/matrix interface has also been shown as effective sinks for radiation-induced 

point defects and promotes efficient Frenkel pair recombination. The refinement of the grain size 

of ODS is one more step towards the superb radiation tolerance for longer service time (high 

burn up) applications. The followings summarize our studies that use ECAP to process the ODS 

alloys to achieve grain refinement. 

 
Table 5.1 Nominal Chemical composition (wt. %) of as received ODS alloys 

Alloys Cr W V Ta Y2O3 B Fe 
2103 12 1.1 0.2 0.14 0.3  Bal. 
2104 12 1.1 0.2 0.14 0.3 0.002 Bal. 

 
 
 

Table 5.2. Processing condition with sample identifiers 
 

Identifiers Chemical 
Composition 

ECAP route ECAP temperatures(oC) 

04 AR 2104H   
04 1A 1 300 
04 2C700 2C 700 
04 2B700 2B 700 
03 AR 2103H   
03 2C700 2C 700 
03 2B700 2B 700 

 
Th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ere procured from our Korean collaborators, Dr. 

Jinsung Jang’s research group.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are detailed in table 5.1. ECAP 

processing was carried out in a sliding wall die by an MTS-controlled hydraulic press with 225 

ton force. The ODS rods with diameter around 12 mm were encapsulated in steel cans. The 

extrusion was performed at temperatures of 700 and 300oC, respectively. The ODS alloys were 

mechanically alloyed then Hipped. The ECAP processing conditions with identifier are 

summarized in Table 5.2. For instance a 2103 sample extruded for two passes at 700 oC 

following route C is represented by 03 2C 700. The heat treatment was carried out in quartz tube 



Second year report (2011) 
 

filled with high purity Argon gas for protection from oxidation. Samples were furnace cooled 

with flowing Argon gas. The hardness was measured by LM 300AT Micro hardness Tester with 

0.3kg force, and a loading time of 13s. X-ray diffraction (XRD) experiment was performed on a 

Bruker-AXS D8 machine with scanning speed 0.2s/ step with step size 0.05° and 0.1s/step with 

step size 0.01° for fast and detailed scans, respectively. TEM was performed on a JEOL 2010 

microscope operated at 200 KeV.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an FEI Tecnai F20 microscope. 

      Figure 5.1 (a) shows that there are no Y2O3 peaks. Figure 5.1(b) shows that there is no 

shift for the α(110) peak in ECAPed specimens processed at 700oC.  

 
 
Figure 5.1. Results of XRD of 2103 ODS alloy. (a) Fast scanning with scanning speed 0.05°/s 

(b) Slow scanning with scanning speed 0.01°/s. No peak shift was observed. 
 

Both 2103 and 2104 ODS alloys show coarse and fine grained zones. TEM bright field 

images with SAD are given in figure 5.2 and 5.3.The bigger grains are ~ several microns, and the 

finer grains are less than 500 nm. The ODS alloys after ECAP processing at 700oC/2 passes 

showed mainly high angle grain boundaries. Also the two routes (B and C) are in favor of 

forming high angle grain boundaries. For 2104 processed at 300 oC, low angle grain boundaries 

with misorientation about 5°were seen in figure 5.3(d). In figure 5.2(e), there were rings forming 

by diffraction spots within the α (110) ring which may arise from Y2O3 particle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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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TEM images of ECAP processed 2103 ODS alloys show that the processed alloys 
have the bimodal structure with fine and larger grains (a) As-received fine-grain zone and 
(b)coarse-grain zone (c) 2C@700 oC fine grains zone and (d) coarse grain zone (e) 2B@700 fine 
grains zone and (f) coarse grain zone 
 
 
 

(a) (b) 

(c) (d) 

(e) (f) 



Second year report (2011) 
 

  
 

  
 
Figure 5. 3. TEM images of fine grained zone of as processed 2104 ODS alloys processed at 
different conditions. (a) 2C@700oC, (b) 2B@700 oC, (c) 1A@300 oC, and (d)1A@300 oC, which 
shows low grain boundaries, ~ 5°. 
 

Figure 5.4 and figure 5.5 show the grain size evolution between different processing 
conditions after ECAP. The main conclusion is that the ECAP refined the large grains within the 
material, and the extrusion did not leads to further refinement of small grains further, which may 
be limited by the method of extrusion. 

 

   

(a) (b)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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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Grain size evolution of 2104 during various processing condition shows that the very 
large grains are refined during ECAP process. (a) As-received alloys. (b) 2C@700, (c) 2B@700, 
and (d)1A@300. 
 
 

   
 
Figure 5.5. Grain size evolution of 2103 during various processing condition of (a) as-received, 
(b) 2C@700oC, and (c) 2B@700oC. 
 
    Figure 5.6 summarize the statistics of grain size distributions. From Figure 5.6(d) to (g), it can 
be seen that the number of coarse grains decreased, and the number of medium grain increased. 
This indicates that the coarse grains were refined to medium range.   
 

 

(c) (d) 

(a) (b)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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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Grain size statistic of the ODS alloys after various processing condition (a) 03AR 
(b)03/2C@700oC, (c) 03/2B@700oC, (d) 04AR, (e) 04/2C@700, (f) 04/2B@700 oC, and (g) 
04/1A@300 oC. 
  

Figure 5.7 shows the distributions of fine Y2O3 particles both within the grains and at grain 
boundaries or triple boundaries. These fine Y2O3 particles may block the mobile dislocations, 
and thus enhance the high 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of alloys. Figure 5.8 is the high 
resolution image of Y2O3 particles, there are misfit dislocations near the interface of the Y2O3 
particles and the matrix. For the lattice parameters of the two phases were calculated to have the 
relation 3dFe α(110)-2dY2O3≈0.5%×2dY2O3.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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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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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TEM images of Y2O3 particles after processed within (a)04 AR coarse grains and 
(b)fine grains(c)04 2C@700 oC, (d)04 2B@700 oC coarse grains and (e)Trip grain boundary 
(f)04 1A@300 (g)03 AR (h) high magnification 03 AR (i) 03 2C@700 oC, (j)03 2B@700 oC. 
 
 
 

         
 
Figure 5.8 HRTEM images of ODS particles show that the grain boundary are full of misfit 
dislocation within (a) 04 AR and (b) 03 AR specimens.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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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Thermal stability of processed materials after annealing for 10h at different 
temperatures. 

 
The evolution of hardness of annealed (for 10h) ODS alloys was shown in Fig.5.9.For the 

03H alloys, the as-received specimen has better thermal stability and hardness values than the as 

processed material. For the 04H alloys, the as received material has very large grains which 

account for ~ half of the total volume fraction.  

 

 

6.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CAP processed ODS steels, PM 2000, and 

torsion studies of 316 stainless steels. 

 

Lead organization: KAERI (Lead by Dr. Jinsung Jiang) 

 

6.1. ECAPed ODS steels 

The microstructure of ECAPed ODS steel was also examined by TAMU as reported in 

the previous section. However, the goal of TAMU experiments is to investigate He and heavy 

ion irradiation induced defects. KAERI will focus on the evolution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after ECAP processes. The following summarize the contributions from 

the Korean side of the team. 

Fe-base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ODS) alloy samples were prepared by MA 

(mechanical alloying) of elemental powders of Fe with about 70 micron in diameter, Cr, Ni, Mo, 

Ta, Ti of less than 10 micron, and yttria of about 20 nm in size. Two heats of the samples were of 

17%Cr, 12%Ni austenitic steels; and the other two were 12%Cr ferritic-martensitic steels. MA 

processes were carried out using a planetary ball mill running in the Ar-filled atmosphere 

controlled glove box. Ball to powder ratio was 15:1 and the milling time was 12 hrs. For 

consolidation of MA powders HIP (hot isostatic pressing) process was done at 1150oC for 4 hrs 

under 100 atm pressure, following hydrogen reduction process by 5% hydrogen mixture gas to 

control the oxygen content in MA powders and degassing process. Nominal compositions of 

samples are shown in Table 6.1, and round rods with 12 mm in diameter and 150 mm long were 

cut out from the HIP processed samples. ECAP process of ODS steel samples were carried out at 

Texas 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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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Nominal composition of ODS samples for ECAP process 

 
2101 Fe-17Cr-12Ni-2.5Mo-0.3Ti-0.3Y2O3 

2102 Fe-17Cr-12Ni-2.5Mo-0.3Ti-0.3Y2O3-0.002B 

2103 Fe-12Cr-1.1W-0.2V-0.14Ta-0.3Y2O3 

2104 Fe-12Cr-1.1W-0.2V-0.14Ta-0.3Y2O3-0.002B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Grain boundary evolution of ECAPed ODS steel sample 

For EBSD analyses all ECAPed ODS samples were mechanically polished and then 

electrolytically polished in 10% perchloric acid with ethanol solution cooled with the liquid 

nitrogen at 20 V for 30 sec. EBSD analyses were done with JEOL 6500F with the accelerating 

voltage of 20 kV and probe current of 4 nA. The pixel step size was controlled with 0.02 micron 

and carried out with Package 5 of HKL. 

 Band contrast of ECAPed ODS steel samples are shown in Fig. 6-1. Grain sizes of all the 

ECAPed ODS samples reveal that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ose of original ODS samples that 

are in the range of 5-10 micron in diameter. Especially ODS samples with austenitic matrix 

shows relatively uniform 0.5-1.0 micron in size of grains after ECAP process (Fig. 6-1 (a) and 

(b) ). On the other hand the ODS samples with ferritic/martensitic matrix phase reveal grain size 

distribution somewhat differently; i.e. ODS alloy sample 2103 which showed the grain size of 

about 5 micron before ECAP process reveals very fine grain structure after ECAP, but the 

sample 2104 with the original grain size of above 10 micron shows coarser grain structure. 

Therefore the grain size distribution after ECAP process seems to dependant on the initial grain 

size distribution (Fig. 6-1 (c) and (d)).  Compared with ECAP 2C (rotation of 180o between 

pressings) 2B samples reveals bigger aspect ratio (more elongated) of grain morphologi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2C scheme which rotates the sample 180o  between the pressings and 

applies reverse shear after shear deformation and annihilates the  directionality of the 

deformation. 



Second year report (2011) 
 

Main texture of fcc materials which go through the simple shear deformation usually 

shows {111} planes parallel to shear plane, and {110} planes to shear plane in case of bcc 

materials. Shear planes and inverse pole figures of the ECAPed ODS samples are shown in Fig. 

6-2 and 6-3. In 2101 and 2102 samples which have fcc structure it is explicitly shown that {111} 

texture is well developed. In the sample 2104 which has bcc (ferritic/martensitic) structure 

reveals well developed {110} texture, while 2103 shows not very well developed textur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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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Fig. 6-1 Grain structure by EBSD band contrast map of ECAPed ODS steel 
samples; (a) 2101, ECAPed via 2C scheme at 800oC  (b) 2102, ECAPed via 2C 
scheme at 800oC (c) 2103, ECAPed via 2b scheme at 800oC (d) 2101, ECAPed via 
2B scheme at 800oC, (e) 2103, ECAPed via 2B scheme at 700oC, and (f)  2104, 
ECAPed via 2B scheme at 700oC  

  
Low angle boundary and twin boundary distributions are illustrated in Fig. 3-4 and 3-5 

respectively. Low angle boundaries here are defined as the boundaries with the misfit angle 

between 3 and 15o. Significant portion of the boundary contours in the band contrast maps (Fig. 

3-1) appear matched with the low angle boundaries. High density of twin boundary are revealed 

within 2101 and 2102 ODS samples with austenite structure, while twin boundary is very rarely 

observed in 2104 sample of bcc structure with relatively large grain size. 

 

  
(a) 2101 2C800 (b) 2102 2C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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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103 2C700 (d) 2104 2C700 

  
(e) 2103 2B700 (f) 2104 2B700 

 
Fig. 6-2 Normal direction orientation map of ECAPed ODS samples 

  
(a) 2101 2C800 (b) 2102 2C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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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103 2C700 (d) 2104 2C700 

  
(e) 2103 2B700 (f) 2104 2B700 

 
Fig. 6-3 Low angle grain boundary map of ECAPed OD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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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01 2C800 (b) 2102 2C800 

  
(c) 2103 2C700 (d) 2104 2C700 

  
(e) 2103 2B700 (f) 2104 2B700 

 
Fig. 6-4 Twin boundary map pf ECAPed ODS samples 

 
Hardness measurement 

Vickers hardness of ECAPed ODS samples were measured four times each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samples before the process. Hardness increased significantly by ECAP 

processes, except sample 2103 which showed not very big change of the grain size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ECAP process. Different ECAP schemes (2C vs. 2B) appear not to influe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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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 change much. Further ECAP process with different temperature, schemes, and 

especially the number of passes would be needed to understand more comprehensively the 

effects of the ECAP proces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Fig. 6-5 Vickers hardness change of ECAPed ODS samples 
(A: 2101; B: 2102; C: 2103; D: 2104 
E : 2101 2C800; F: 2102 2C800; G: 2103 2C700; H: 2104 2C700 
I: 2103 2B700; J: 2104 2B700) 

 
 
6.2. In-situ microstructure analysis of PM 2000 during uniaxial deformation. 
 

The microstructure and microtexture evolution of ODS steel during uniaxial tensile 

deformation was investigated. Specimens were elongated by an in-situ uniaxial deformation 

stage equipped with high-resolution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HR-EBSD) system. 

Microstructure and orientation rotating behaviors of individual grains were traced during the 

each step of the deformation process. ODS steel was found to change its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on deformation, depending on its initial orientations.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distribution of dislocations was analyz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under uniaxial deformation. This result clarifies the 

knowled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and 

deformation of ODS steel. 

The nominal chemical composition of PM 2000 is Fe-20Cr-5.5Al-0.5Ti-0.5Y2O3 (in 

wt.%). Fig. 6-6 shows the specially designed micro deformation device used to meas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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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lographic orientation change by EBSD during uniaxial tension. The uniaxial tensile 

sample was obtained from the edge of the extruded bar and its tensile direction was parallel to 

the extrusion direction. The specimen was polished mechanically down to a thickness of 300 μm. 

Electro polishing was carried out for 30 s at 20 V and a flow rate of 20 using a solution of 10 % 

perchloric acid and 90 % ethanol. To measure the strain amount and trace the microstructure of 

the same area during deformation, four rectangular micro indentation marks were placed on the 

specimen surface of length 140 μm, as shown in Fig. 6-6 (a). Macroscopic strains at each 

deformation step were obtained by measuring the relative displacement of the indentation marks 

along the tensile direction in the SEM images. The tensile strain was measured to be about 17 % 

along one direction. Fig. 6-6 (b) and (c) are digital images of the micro deformation device 

before and after the uniaxial tensile test.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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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Schematic representation and images of uniaxial deformation device for EBSD 
measurements (a) Sample shape for uniaxial deformation (thickness = 300mm), 
images of uniaxial deformation device (b) before and (c) after uniaxial deformation.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EBSD) mapping was perform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6500F) with the accelerating voltage and prove current of 20 

keV and 4 nA, respectively. Step size for EBSD mapping was 0.05 μm considering the initial 

grain size of tensile specimen. All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electron 

backscattered patterns and processed using the software package HKL, CHANNEL 5.  

The micro hardness of PM2000 was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using a Vickers 

indenter (ITW, 432SVD). Four indentations were made before and after tensile deformation. All 

indentations were performed at a loading of 0.3 kgf and a dwell time of 5 sec.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dislocations and oxide particles was performed using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OL, JEM 3000F), operating at 300 keV. Specimens for 

TEM observation were prepared using jet polishing and using a focused ion beam (FEI, Nova 

nanolab 200) equipped with a schottky field emission gun column and Ga+ ion beam column. 

 

Microtexture evolution during uniaxial tension 

  Tensile deformation was discontinued at three different uniaxial strains to investigate the 

various characteristics before necking. Fig. 6-7 (a) exhibits elongated grains of size 1-7 µm along 

the ED. The aspect ratio of the grains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grain size because of the 

elongation of grains along the tensile direction. The grains rotated towards the stable orientation, 

and highly deformed grains increase as observed from dark contrast in the orientation map (Fig. 

6-7 (d)). The area of the green region indicates that <101>//ND decreases as the uniaxial strain 

increases. The areas of the red and blue regions indicate that <001>//ND and <111>//ND 

increase with the strain, respectively. It is indicated that <101>//ND rotates towards <001>//ND 

or <111>//ND during uniaxial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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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EBSD orientation maps of PM2000 to normal direction with strain increase (a) 0%, (b) 

3%, (c) 8% and (d) 17% during uniaxial tensile deformation.  
 

Vickers hardness test and TEM analysis 

SEM images of Vickers indentation marking indented before and after deformation are 

shown in Fig. 6-8 (a). Four indentation marks are clearly seen on both images, highlighted with 

blue and red circles. The average diagonal distance of each specimen before and after 

deformation is 39.7μm and 43.5μm, respectively. Fig. 6-8 (b) shows the relation between the 

average Vickers hardness and the indented area. The graph indicates that 17 % of the hardness 

increases during uniaxial deformation. That is, the increase in hardness is related to the 

hardening mechanism by deformation known as work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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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a) SEM images of micro Vickers indentation marking at as extruded area and deformed 
area, (b) average Vickers hardness related to indentation areas.  
 

The TEM sample was prepared by jet polishing before deformation and its high 

resolution microstructure images are shown in Fig. 6-9. Dark field images were taken the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 mode to obtain clear contrast images of 

oxide particles and dislocations. Oxide particles of 10-20 nm were uniformly dispersed insi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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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s. A few particles over 100 nm were also observed. A number of dislocations are pinned by 

oxide particles because the sample is hot extruded without any heat post-treatment. 

 
 

 
(a) (b) 

 
Fig. 6-9. STEM dark field images of as extruded area. 

 
To compare the microstructures between before and after deformation, TEM sample was 

prepared after deformation using a focused ion beam. The region of dark contrast marked by the 

red circle in Fig. 6-7 (d),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deformed areas, was selected for 

comparison. The high resolution dark field STEM images of the deformed area are shown in Fig. 

6-10. Particles smaller than 50 nm are covered with high density dislocations, but the large 

particles are clearly observed. It is hard to distinguish individual dislocation lines because planar 

networks are formed because of the pilling of dislocations, as shown in Fig. 6-10 (a). Several 

authors have shown that dislocations pile up and form subgrains during deformation. Such planar 

networks considered as subgrains may have different orientations with neighbors, as indicated by 

the contrast difference in TEM image. In addition, the intensity difference of diffraction patterns 

taken in the same zone axis of [11
-

1
-

] reveals the orientation difference between two subgrains, as 

shown in Fig. 6-1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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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 Scanning TEM dark field images of deformed area (a) Image of subgrains formed by 
pilling up of dislocations, (b) Image of subgrains and diffraction patterns taken in the same zone 
axis of [1-1-1] 
 

In case of bright area, the intensity of the spots is uniform because the incident beam is 

parallel to the zone axis. Otherwise, the intensity is not uniform at dark area because the zone 

axis is slightly away from the incident beam direction. The misorientation between two subgrains 

is approximately 2° as calculated by the conversion of distance difference to angle difference. 

 The effect of oxide particles and dislocations on microstructures and their mechanical 

properties was investigated by Vickers hardness test and TEM analysis. A 17 % increase in 

hardness was found after deformation because the microstructure development was related to the 

dislocations and oxide particle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inely dispersed oxide particles 

might contribute to form a cell structure of dislocation entanglement which increases not only the 

hardness of the material but also the orientation spreads in the microstructure. 

 

6.3. Shear and inverse shear deformation by torsion of 316L stainless steel 

During torsion the sample material experiences simple shear deformation without volume 

change. The extent of the deformation could be easily and quantitatively controlled during 

torsion test and the microstructural change could be observed with the deformation. Shear strain 

during torsion is defined by  = tan (), and texture is usually developed by the same amount of 

tensile and compression force which are perpendicularly working each other. Two deformation 

modes are possible; the inverse shear deformation is that the sample is deformed in the other 

(reverse) direction with the same amount after one simple torsion (shear) deformation.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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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otal shear becomes macroscopically zero, but the deformed structure is not completely 

reversible and the remained deformation becomes more distinctive as the extent of shear 

becomes bigger.  

 Torsion specimen was prepared with SUS 316L. Test section was 5 mm in diameter; 10 

mm in length and the grip portion was 30 mm square bar with the total sample length of 70 mm. 

After the torsion test the sample surface (perpendicular to the cylinder sample radius) was 

observed using TEM/EBSD (ASTAR).  

Torsion samples before and after the test are shown in Fig. 6-11. The increasing amount 

of shear deformation from 0 to 0.4, 0.8, and up to 1.6 is clearly revealed in Fig. 6-11 (c).  

 

 
(a) 

 
(b) 

 
(c) 

 
Fig. 6-11. Torsion test samples of 316L stainless steel; before and after the tests with the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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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6-12 TEM and EBSD analyses of torsion tested 316L stainless steel sample; 
(a) TEM BFmicrograph,      (b) Phase map (blue: austenite, red: martensite), (c) 
Reliability, (d) Normal direction orientation map, (e) sub-grain boundary map (3 o 
< misorientation < 15o),  and (f) twin boundary (3) map 

 
 
 
Project Milestone/Deliverable Summary: 
 
Include a milestone/deliverable summary per template below. 
 

Activities 
Milestone/Deliverable 

Description 

Planned 
Completion 

Year 

Completion 
Year 

Preparation of Fe-Cr-Ni model 
alloy and MA powder sample 

Fe-Cr-Ni model alloy 
sample 

(1 x 1 x 6 in) 
MA powders of Fe-Cr-Ni 

2009 2009 

ECAP of austenitic steel 
specimens 

Nanocrystalline austenitic 
alloy sample 20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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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P of ODS alloy specimen or 
Powder Consolidation of MA 
powders 

Nanocrystalline ODS alloy 
sample 2010 2010 

Interface/Grain boundary 
modification by TMT 

Optimum TMT conditions 2010  

Analyses of Interface/Grain 
boundary Character & Stability 

Interface/Grain boundary 
engineered samples 

(distinct increase of low  
CSL boundary fraction) 

2010 In progress 

Investigation of mechanical 
behavior (Hardness, H/T tensile, 
toughness) 

Mechanical data of nano-
grain, grain boundary 

engineered, and irradiated 
samples 

2010 2010 

Ion irradiation of proton & He 
ions 

Irradiated samples 
2011 

Partially 
completed (Fe-

Cr-Ni) 

Characterization of ion irradiated 
samples (irradiation cavity size 
distribution, irradiation 
hardening) 

Irradiated samples & their 
characters (morphology & 

size distribution of 
irradiation cavities by HR-

TEM & SANS) 

2011 In progress 

Conference presentations/Journal 
publications 
Report to DOE/US & NRF/ROK 

4-5 
presentation/publication 

per year 
as requested 

2011  

 
List of Publications 
 
Presentations: 

1. X. Zhang, L. Shao, H. Wang and E.G. Fu, “Dose dependent radiation tolerance in Cu/V 
multilayers”, MRS fall meeting, 2009, Boston, MA (oral presentation).  

2. X. Zhang, Y. Yang, S. Cheng, J. Gonzalez, T. Allen, and K.T. Hartwig, “Radiation damage 
in nanostructured metallic materials”, Advanced Materials Working Group Meet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March 2010, organized by Dr. Stuart Maloy and 
DOE program managers.   

3. X. Zhang, “Radiation tolerant metallic multilayers and bulk ultra-fine grained steels”, Aug. 
2010, Vail, Colorado, ECI conference, Innovative Materials Immune to Radiation.  

4. C. Sun, Y. Yang, T.R. Allen, S.A. Maloy,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ultra-fine grained Fe-Cr-Ni alloys”, MS&T, Houston, TX 2010. 

5. X. Zhang, E.G.Fu, “Thermal stability of Cu/V nanolayers”, MS&T, Houston, TX 2010. 
6. C. Sun, J. Gonzalez, Y. Yang, T.R. Allen, S. A. Maloy, K.T. Hartwig, and X. Zhang, E.G. Fu, 

“Deformation mechanisms of ultra-fine grained Fe-Cr-Ni alloys”, TMS annual, 2011. 
7. Yong Yang, Cheng Sun, Xinghang Zhang and Todd Allen, “Effect of Grain Size and Grain 

Boundaries on the Proton Irradiation Response of Nanostructured Austenitic Model Alloy”, 
TMS annual 2011, San Dieg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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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talks 

8. “Microstructure and deformation mechanisms of ECAP processed FeCrNi alloys”, Thermec 

2011, Quebec, Canada, 2011. 

9. “Radiation tolerant metallic multilayers and bulk ultra-fine grained steels”, The 5th Annual 
Asia-Pacific Nuclear Energy Forum on Materials for Nuclear Applications, June 2011, Berkeley, 
CA. 
 
 
Publications: N/A 

1. X. Zhangc, E.G. Fug, A. Misra, M. J. Demkowicz, and R. G. Hoagland, “Interface-
enabled defect reduction in He ion irradiated metallic multilayers”, JOM,  Volume 62, 
Number 12, 75-78, DOI: 10.1007/s11837-010-0185-5, 2010 (review article). 

2. C. Sun, K. Y. Yu, J. H. Lee, Y. Liu, H.Wang, L. Shao, S. A. Maloy, K.T. Hartwig, and X. 
Zhang, “Enhanced radiation tolerance of ultrafine grained Fe-Cr-Ni alloy”, in revision, J. 
Nuclear Materials.  

3. X. Zhang, “Radiation damage in nanostructured multilayers”, invited review article, J.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preparation.  

4. Yong Seok Choi, Do Hyun Kim, Sung-Hwan Kim, Suk Hun Kang, Jinsung Jang, Heung 
Nam Han, and Kyu Hwan Oh, “In-situ microstructure evolution of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ferritic steel under uniaxial deformation”, accepted by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Manuscript submitted or in preparation: N/A 

5. Suk Hun Kang, Hyung Ha Jin, Jinsung Jang, Yong Seok Choi, and Kyu Hwan Oh, 
“Microstructure evolutions and EBSD band contrast”, submitted to Microanalysis and 
Microanalysis 

6. C. Sun, S. A. Maloy, K.T. Hartwig, Y. Yang, T.R. Allen, and X. Zhang, “Deformation 
mechanisms of ECAP processed Fe-Cr-Ni alloys”, submitted. 

7. C. Sun, Y. Yang, T.R. Allen, K.T. Hartwig, S. A. Maloy,  “Thermal stability of ultra-fine 
grained Fe-Cr-Ni alloys”, in preparation. 

8. Y. Yang, T.R. Allen, C. Sun, S.A. Maloy, K.T. Hartwig, and X. Zhang, “Grain boundary 
engineering of ECAPed Fe-Cr-Ni alloys”, in preparation. 

9. Y. Yang, T.R. Allen, C. Sun, S.A. Maloy, K.T. Hartwig, and X. Zhang, “In situ radiation 
studies of ultra fine grained Fe-Cr-Ni alloys”, i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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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Performance Summary: 
 
Include a table showing cumulative planned and actual costs by month per template below. 
 
FY20XX DOE/NE Funding Support (In thousands)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

y 
Jun July Aug Sep 

Cumulative             
  - Plan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 Actual 27 11 14 17 10.2 11.5 9.6 10.3 15.3 28.3 28.3 17 
 
 
Korea side of budget 
 
FY20XX DOE/NE Funding Support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y Aug Sep 
Cumulative             
  - Plan 17 33 50 67 83 100 117 133 150 167 183 200 
  - Actual  10 10 10 10 10 26 85 117 147 15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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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increase radiation tolerance in candidate alloys for Gen IV fuel 
cladding through optimization of grain size and grain boundary characteristics. The focus will be 
on nanocrystalline metal alloys with an fcc crystal structure. The long-term goal is to design and 
develop bulk nanostructured austenitic steels with enhanced void swelling resistance and 
substantial ductility, and to enhance their creep resistance at elevated temperatures via grain 
boundary engineering. The combination of grain refinement and grain boundary engineering 
approaches allows us to tailor the material strength, ductility, and resistance to swelling by 1) 
changing the sink strength for point defects, 2) by increasing the nucleation barriers for bubble 
formation at grain boundaries, and 3) by changing the precipitate distributions at boundaries. 
Compared to ferritic/martensitic steels, austenitic steels possess good creep and fatigue 
properties at elevated temperatures, and better toughness at low temperature. However, a major 
disadvantage of austenitic steel is that they are vulnerable to significant void swelling in nuclear 
reactors, especially at the temperatures and doses anticipated in the Gen IV reactors. The lack of 
resistance to void swelling in austenitic alloys led to the switch to ferritic/martensitic steels as the 
preferred material for the fast reactor cladding application. Recently a type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HT-UPS (high temperature ultra-fine precipitates strengthened), was developed at ORNL, 
and is expected to show enhanced void swelling resistance through the trapping of point defects 
at nanometer-sized carbides. Reducing the grain size and increasing the fraction of low energy 
grain boundaries should be able to reduce the available radiation-induced point defects (due to 
the increased sink area of the grain boundaries), make bubble nucleation at the boundaries less 
likely (by reducing the fraction of high-energy boundaries), and improve the strength and 
ductility under radiation by producing a higher density of nanometer sized carbides on the 
boundaries.  This project will focus on void swelling, but advances in processing of austenitic 
steels are likely to also improve the radiation response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Research Progress 
 This is a very successful project that falls right under the current theme of NanoNuclear. 
Significant amount of work has been performed to refine the microstructure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Studies show that these nanograined steels have extraordinary radiation tolerance 
against He, Kr and Fe ion irradiation compared with their coarse grained counterparts. 
Meanwhile the nanograined steels have high strength and maintained reasonable duc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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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crystalline 304 and 316L stainless steels are thermally stable up to 600oC. The next step 
(phase 2) of the project shall be 1) investigation of the neutron radiation tolerance of these 
nanograined steels; and 2) radiation resistance up to 300 dpa.  
 Furthermore our collaborations with South Korea collaborators through INERI have been 
very fruitful. We have proved that ECAP is efficient to change the chemistry and refine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oxide nanoparticles. ECAP is thus a promising technique for thermo-
mechanical treatment of a variety of steels and alloys. 
 More than a dozen research articles have been (or will be) published as a result of this 
project. Numerous talks (including invited talks) have been delivered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5 Graduate students have been supported by this project.  
 We are grateful for collaborations with Dr. Stuart Maloy at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on mechanical testing and Dr. Don Brown on neutron scattering studies. We 
acknowledge the access to Argonne-IVEM in situ radiation facility and collaboration with Drs. 
Mark Kirk and Meimei Li at Argonne National Laboratory. 

In this final report, we briefly summarize some of the highlights of this project.  
(1) We examined the deformation mechanisms in ECAPed Fe-14Cr-16Ni alloys. The average 
grain size has been refined from 700 microns down to ~ 400 nanometers. The yield strength of 
ECAP alloys is 5-6 times greater than coarse grained alloys, and the ductility remain very high, ~ 
15% uniform elongation.  
(2) He ion irradiation resistance of ultrafine grained Fe-14Cr-16Ni alloys. At a peak fluence level 
of 5.5 displacement per atom (dpa), helium bubbles, 0.5-2 nm in diameter, were observed in both 
coarse-grained (CG) and ultrafine grained (UFG) alloy.  The density of He bubbles, dislocation 
loops, as well as radiation hardening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UFG Fe-Cr-Ni alloy 
comparing to those in its CG counterpart. The results imply that radiation tolerance in bulk 
metals can be effectively enhanced by refinement of microstructures. (J Nuclear Mater, 2011) 
 

 

  

 

 

 

 

 

 

 

 

 

 

 

Figure 1. Cross-sectional TEM micrograph of Fe-Cr-
Ni alloy irradiated with He ion at 150keV and a 
fluence of 6 × 1016cm-2. (a) coarse-grained alloys with 
700 µm grain sizes show high density bubbles and 
interstitial loops (black dots). (b) UFG alloys with 
grain size of ~ 400 nm have lower density of He 
bubbles and no dislocation loops. (c) He bubble 
density is evidently lower in UFG alloys than in 
coarse-grained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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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situ Kr radiation was performed on ECAPed Fe-14Cr-16Ni alloys. Studies show that the 
dislocation loop density in ECAPed alloys is much lower than that in coarse grained (as-
received) alloys as show in Fig. 2. Furthermore, no defect denuded zone was observed along 
grain boundaries in UFG specimens. This may be related to the fact that grain size (~ 400 nm) is 
greater than TEM foil thickness (~ 100 nm), and thus foil surfaces act as defect sinks as well.  
 

   
 

 

(3) 304L and 316L stainless were processed by ECAP. The final products have an average grain 
size of ~ 100nm and grains are mostly equiaxed. The microstructure and tensile behavior of these 
alloys are studied. ECAP induces significant strengthening in these alloys. 
(4) ODS alloys were prepared by consolidation of mechanically alloyed powders by Dr. Jang’s 
group in South Korea. The as-consolidated bars were then processed by ECAP at TAMU by 
Zhang’s group. Microscopy studies were performed at TAMU. Preliminary studies show 
moderate grain refinement and uniform dispersion of nanometer scale oxide particles. 
(5) Dr. Jang’s group (South Korea)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of ECAP processed ODS 
alloys and their hardness. Figure 3 shows that ECAP can refine the microstructure of ODS alloys 
and introduce high angle grain boundaries. They also examined PM2000 alloys and perform 
torsion studies of 316L stainless steels.   

   
 
 
 
(6) Significant microstructural damage, in the form of defect clusters, typically occurs in metals 
subjected to heavy ion irradiation. High angle grain boundaries have long been postulated as 

Figure 2. Microstructural evolutions in (a) coarse-grained and (b) ECAPed UFG alloys during 
in situ Kr radiation at 400 °C up to 5 dpa (experiments performed at Argonne-IVEM center). 
UFG alloys clearly had much lower dislocation loop density and smaller dislocation loop size.    

(a)  

Coarse grains 

(b)  

Ultrafine grains 

Figure 3. Microstructural ECAPed processed 2103 ODS alloys shows (a) grain refinement and 
(b) the formation of predominantly high angle grain boundarie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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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s for defect clusters, such as dislocation loops. Here we provide direct evidence, via in situ 
Kr ion irradiation under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hat high angle grain boundaries in 
nanocrystalline Ni, with an average grain size of ~ 55 nm, can effectively absorb radiation 
induced dislocation loops. These high angle grain boundaries significantly reduce the density and 
size of radiation induced dislocation loops in nanocrystalline Ni compared to their bulk 
counterparts, and thus nanocrystalline Ni achieves significant enhancement of radiation tolerance. 

 
 
 

 
(7) Multiscale microstructure refinement of a 12Cr-ODS steel by equal channel angular extrusion 
(ECAE) was investigated by numerous microscopy techniques. The as-HIPped material showed 
a bimodal microstructure. Three types of second phase particles, including Y2O3, (Cr, Fe)23C6 
and Cr oxide, were observed. After ECAE, the large grains were refined and a homogeneous 
grain size was achieved. The Cr rich phases (Cr oxide and Cr carbide) were effectively refined. 
Yttrium oxide particles around the prior ultrafine grain boundaries were redistributed. Geometry 
change of large yttrium oxide particles from round or facet to triangular or elliptic shape was 
observed. Hardening by ~ 35 % is related to grain refinement and precipitation hardening. 
(8) The microstructure and texture evolution of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ferritic steel during 
stepwise uniaxial tensile deformation were observed by high-resolution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with a newly designed deformation device. The rotation behavior of individual ferrite 
grains as well as overall preferred orientation were traced and analyzed. The tendency describes 
that the grains rotate towards the stable orientation of 〈1 0 0〉//ND and 〈1 1 1〉//ND. The 
degree of rotation was dependent on their initial orientation. Vickers hardness test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analysi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uniaxial tensile 
deformation to correlate the microstructure with its mechanical properties. 
(9) Fe ion irradiation of ECAPed Fe-17Cr-12Ni-2.5Mo alloys indicated that the crystal structure 
of irradiated sample surface has changed from FCC to BCC phase. The sizes of the newly 
developed BCC grains were consistent with the ion irradiation depth, which could be estimated 
by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Planned Activities 

This is the last year of the INERI project. We will finish wrap up experimental results into a 
few more papers. The collaborations will continue to examine radiation induced damage in 
nanocrystalline steels and ODS steels. 

(a) (b) 

CG Ni NC Ni 

Fig. 4. In situ Kr radiation shows significantly higher defect density in (a) coarse-grained (CG) Ni 
than that in (b) nanocrystalline (NC) Ni.  



주 의

1. 이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

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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