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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X70MS 라인파이프용 강의 수소유기균열 감수성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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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Microstructure on HIC Susceptibility of API X70MS Linepipe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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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istance of hydrogen induced cracking (HIC) was investigated with different 
microstructures of API X70MS steel. Ferrite/acicular ferrite (F/AF), deformed ferrite/acicular ferrite, 
ferrite/bainite (F/B) and single acicular ferrite (AF) were obtained by thermo-mechanical controlled process 
(TMCP) with changing rolling and cooling conditions. HIC resistance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 type 
as well as morphology of the microstructure, and thus the behavior of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could 
be analyzed. It was found that single AF and deformed F/AF with uniformly distributed dislocation reduced 
HIC initiation. Banded microstructure with a hardness value below 250 HV, such as AF, showed good HIC 
propagation resistance due to high toughness. AF generally exhibited excellent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resistance, namely the best HIC susceptibility performance. AF might redeem the HIC 
resistance for the banded microstructu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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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라인파이프용 강재는 산지와 소비지 간의 장거리 수

송이 증가함에 따라 수송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고강도 특

성이 요구되며, 극한지 또는 부식환경(sour environment)에

서 노출되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온인성 및 내부식 특성 등

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황화수소(H2S)가 포함된 부식환경에

서 사용되는 라인파이프용 강재에서는 강 표면의 부식반응

으로 발생된 수소에 의해 수소유기균열 발생 위험이 높다. 수

소유기균열은 외부 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 내부의 균열 또

는 표면의 블리스터(blister) 형태로 일어나는 수소취성의 한 

형태이다 [1]. 석유나 천연가스에 포함 된 황화수소와 수분의 

화학반응은 강 표면에서 단원자 수소를 발생시키고, 일부가 

*Corresponding Author: Kyung-Mox Cho
[Tel: +82-51-510-2431, E-mail: chokm@pusan.ac.kr]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강 중으로 확산 침투된다. 단원자 수소가 강 내부에 존재하는 

편석 및 비금속 개재물 등의 트랩 사이트(trap site)에 포획되

면 고압의 수소가스에 의해 균열을 발생시킨다 [2,3].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용 라인파이프 강은 수소의 발생 속도를 감소

시키는 부식 억제제 또는 강 중에 수소 침입을 방지하는 파이

프 내부 코팅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나 비용, 유지 관리 

및 시공상의 제약들이 있어 근본적으로 수소유기균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강재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4].

라인파이프용 강재의 수소유기균열 발생은 합금성분, 미

세조직, 편석 및 개재물 등의 여러 금속학적 인자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과거에는 수소유기균열이 강 내부의 연신된 황

화망간(MnS)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합금성분 조

절, 탈황 또는 황화물 형상 제어 등을 통해 수소유기균열 저

항성을 개선하였다 [5]. 최근에는 라인파이프용 강재의 제강 

및 연주기술 발전과 더불어 TMCP 조업을 통해 우수한 수소

유기균열 저항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라인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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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tested steel (wt%)
C Si Mn P S Nb+Ti+V Others Ar3 M5

0.04 0.25 1.3 <100 ppm <10 ppm <0.15 Cu, Ni, Cr, Mo 789 ℃ 489 ℃
Ar3: Austenite to ferrite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 during 

the cooling
Ms : Martensite transformation start temperature

Fig. 1. Thermo-mechanical controlled processes (TMCP) performed 
for API X70MS steel

용 강재는 수송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요구되는 고강도, 저온

인성 및 저항복비 등의 여러 기계적 특성들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인파이프용 강재의 미세조직 제어

는 기계적 특성과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

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강재의 밴드조직(banded structure)은 서냉 시 

Mn 등과 같은 치환형 합금원소의 미세편석 부분에서 생성 

되기 쉬우며,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평행하게 교대로 배열

된 형태이다. 이러한 미세조직은 저온인성이나 수소유기균

열 저항성을 저하시키므로 수소유기균열의 발생과 균열전파

가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특히 강재가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로 이루어진 밴드조직에서는 경도가 높을수록 

수소취성에 민감하여 수소유기균열이 쉽게 발생되며, 경질

상을 따라 균열이 용이하게 전파된다 [8,9]. Carneiro 등은 미

세하고 균일한 형태의 템퍼드 베이나이트/마르텐사이트

(tempered bainite/martensite)를 구현하여 고강도에서도 수소

유기균열 저항성을 동시에 개선한 바가 있다 [10]. Zhao 등은 

침상형 페라이트(Acicular Ferrite, AF)와 초미세 페라이트

(ultrafine ferrite)가 기계적 특성과 수소유기균열 저항성 모

두 우수하다고 보고하였고, Park 등은 AF가 수소트랩에 의한 

수소유기균열 발생이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미세조직이

라고 밝혔다 [11,12].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AF 조직이 수소

유기균열 저항성이 우수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AF의 조직의 형태와 수소유기균열과의 자세한 상관관계 연

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상용 내부식 라인파이프 강 중에서 최고 강도수준인 API 

X70MS 강은 최근 수송용 라인파이프가 설치 및 운용되는 환

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추세이라서 고강도 강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API X70MS 강의 사용확대를 위해 강재

의 상업생산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미세조직을 분석하

고, 수소유기균열 저항성과 기계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PI X70MS 강의 현장 조업조

건을 감안하고 강재에 발현되는 미세조직, 즉 단일상의 AF와 

밴드형태의의 ferrite/acicular ferrite(F/AF)와 ferrite/bainite 

(F/B)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API X70MS 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세조직과 연관하여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을 균열

개시 및 전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내부식용 

API X70MS 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세조직 형태 및 종류에 

따른 수소유기균열 저항성 거동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강재는 내부식용 API X70MS급 슬라브

를 절단 후 실험실용 파일럿 압연기에서 압연을 실시하여 제

조하였다. 강재 제조 시 동일한 연주공정을 거친 슬라브를 사

용하여 슬라브간의 내부 품질 편차에 의한 수소유기균열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표 1은 사용된 강재의 화학성분을 나

타내며, 편석 및 개재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소, 망간, 

인 및 황 등의 양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강재

는 슬라브를 1,150 ℃ 부근에서 재가열 하였고, 재결정 영역

에서 조압연 및 미재결정 영역에서 누적압하율 75%로 마무

리압연을 실시하였다. 각 시편의 미세조직을 변화시키기 위

해 그림 1과 같이 압연종료온도, 냉각시작온도 및 냉각종료

온도를 조절하였고, 조업의 기준이 되는 Ar3온도와 Ms온도를 

표 1에 나타내었다. Steel A는 압연종료온도와 냉각시작온도 

모두 Ar3 이하의 이상역에서 실시하였고, Steel E는 압연종료

온도와 냉각시작온도 모두 Ar3 온도 이상의 단상역에서 조업

을 진행하였다. Steel B~D는 단상역에서 압연 종료 및 이상

역에서 냉각을 하였고,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을 비교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냉각종료온도를 달리

하였다. 냉각속도에 따른 미세조직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

해서 steel A~E 모두 20~30 ℃/sec로 냉각하였다.

제조된 강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압연방향과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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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olume fraction of phases and hardness values of 
microstructure

Steel Microstructure YP
(MPa)

TS
(MPa)

Volume fraction (%) Hardness of 
Banded 
structure
(HV0.004)

PF AF B Others

Steel A Deformed F/AF 516 582 82.1 17.1 - 0.8 239
Steel B F/AF 486 559 84.6 14.8 - 0.6 219
Steel C F/B 490 573 82.2 - 16.9 0.9 307
Steel D F/B 457 566 81.0 - 17.9 1.1 282
Steel E AF 543 631 - 99.5 - 0.5 188*
* Through-thickness hardness(HV10)

Fig. 2. Optical micrographs of the tested steel: (a) steel A, (b) 
steel B, (c) steel C, (d) steel D and (e) steel E

한 판재의 두께방향 면을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3% 나이탈

(nital) 용액으로 에칭하여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강 내부 밴드형태 미세조직의 경도를 확인하기 위해 39.22 

mN의 하중으로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였다. 강의 

조직 내 결정입계 및 전위밀도 분포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EBSD (Electron Back Scattering Diffraction)를 사용하였고, 

얻어진 데이터는 TSL사의 OIM (Orientation Imaging 

Microscopy) 7.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BSD 

분석을 위한 시편 준비는 기계적 연마 후 전해연마를 실시한 

후 측정하였다. 측정된 EBSD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OIM상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 최소 2개 픽셀이 결정립으

로 인식되는 조건으로 단일 반복 결정립 확장(single iteration 

grain dilation)으로 보정하였다 [13].

제조된 강의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NACE(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TM 

0284에 따라 강산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시편

은 NACE 규격에 따라 폭 20 mm, 길이 100 mm 그리고 두께

는 강재의 전체 두께를 사용하였다. 수소유기균열 저항성 평

가는 규격에서 요구되는 시편의 균등 분할을 통해 균열 지수

를 평가를 하나 이러한 방법은 시편 내 발생된 균열의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초음파 탐상기로 시편내 결함

의 크기와 개수 등을 측정하였고, 시편 전체 면적에서의 결함

의 면적비인 CAR(Crack Area Ratio)을 계산하여 수소유기균

열 저항성을 평가 하였다 [2,14].

3. 결과 및 고찰

고강도 라인파이프용 강의 미세조직은 압연 및 냉각조건

에 따라 페라이트, 준 다각형 페라이트(Quasi-Polygonal 

Ferrite, QFP), AF, 입상형 베이나이트, 베이나이트 등의 미세

조직이 단일상(single phase) 또는 복합상(multi-phase) 형태

로 나타난다 [15]. 본 연구에서도 그림 1과 같이 압연 및 냉각

조건을 달리하여 내부식용 API X70MS 강의 상업생산 중에 

나타날 수 있는 deformed F/AF, F/AF, F/B 및 단일상의 AF를 

구현하였다. 그림 2 (a)~(d)의 steel A~D는 Ar3 온도 이하의 

이상역에서 수냉 및 수냉 시작 전까지 공냉 중에 생성된 초석

페라이트를 기지조직으로 하는 밴드형태의 미세조직으로 나

타났다. Steel A~D 모두 비슷한 온도에서 수냉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성된 페라이트의 분율은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81~85%로 비슷하였다. Steel A는 steel B~D와 달리 압연종

료 및 수냉 시작을 모두 이상역에서 실시하였다. 이상역에서 

압연 된 페라이트는 가공을 통해 미세조직 내부에 전위를 생

성시키며, 그림 3(a)와 같이 전위에 의한 서브조직

(substructure)이 잘 발달된 형태를 나타내었다 [15]. 가공을 

받은 Steel A의 페라이트 경도는 192 HV0.004로 나타났고, 변

형을 받지 않은 steel B~D의 페라이트가 평균 150~160 

HV0.004인 것과 비교하면 가공경화에 의해 경도가 크게 상승

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steel A~D의 밴드조직은 냉각종료

온도에 따라 미세조직과 경도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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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ydrogen induced cracking test results

Steel CAR (%) Crack length (mm) Number of crack
per HIC specimen

Steel A 0.8 1.4 1.3
Steel B 1.2 1.2 5.7
Steel C 5.3 4.2 4.4
Steel D 2.1 2.2 5.2
Steel E 0.1 0.6 0.7

Fig. 3. SEM Micrographs of the tested steel: (a) steel A, (b) steel 
B, (c) steel C, (d) steel D and (e) steel E

종료온도가 Ms(martensite start) 온도 보다 높게 진행된 steel 

A와 B의 밴드조직은 그림 3 (a)와 (b)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불

규칙한 결정립계와 조직 내부가 아결정립(sub-grain)으로 구

성되었으며, 기존 문헌에 나타난 형태적 측면과 경도 특성 모

두 AF의 특징을 보였다 [12,15,16]. 냉각종료온도가 Ms온도 

보다 낮게 진행된 steel C와 D는 그림 3 (c)와 (d)에서와 같이 

미세한 래스(lath) 형태로 구성된 베이나이트의 특징을 나타

내었다 [12]. 밴드조직이 동일한 경우에도 냉각종료온도에 

따라 경도 값의 차이를 보였다. 밴드조직이 AF인 steel A와 B

에서 steel A의 냉각종료온도는 steel B 보다 40 ℃ 낮게 진행

하였다. 밴드조직의 경도 측정결과 냉각종료온도가 낮은 

steel A가 239 HV0.004로 Steel B의 219 HV0.004 보다 높게 나

타났다. 밴드조직이 베이나이트인 steel C와 D에서도 steel C

의 냉각종료온도를 80 ℃ 낮게 조업하였고, 밴드조직의 경도 

측정 결과 307 HV0.004로 steel D의 282 HV0.004보다 높게 나타

났다. 압연과 냉각이 모두 단상역에서 진행된 steel E는 불규

칙한 입계와 미세조직 내부가 아결정립으로 구성되어 steel 

A~B의 밴드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경도 측정결과 평

균 188 HV1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조직의 형태와 경도 

값을 고려할 때 steel E도 AF의 특징에 잘 부합하였다 [15].

표 3은 NACE TM 0284에 따라 실험 후 초음파 탐상을 통

해 측정한 수소유기균열 저항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단

일한 AF 조직의 Steel E가 CAR 0.1%로 수소유기균열 저항

성이 가장 우수하였고, 밴드조직이 AF인 steel A와 B는 CAR

이 각각 0.8%와 1.2%로 나타났다. Steel C와 D는 CAR이 

5.3%와 2.1%로 밴드조직이 베이나이트인 경우에는 수소유

기균열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시편 모두 화학성분 제어 및 우수한 내부 청정도

를 가지는 내부식용 슬라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CAR 5% 

이내의 양호한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을 보였다.

균열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과 동일하게 수소유기균

열 저항성도 균열의 발생과 전파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표 3에 나타낸 결과와 같이 수소유기균열의 발생 개수와 평

균 균열 길이는 수소유기균열의 개시와 전파를 나타내며 측

정한 값이 작을 수록 저항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균열의 개시 

측면에서 steel E와 steel A는 시편당 0.7~1.3개로 균열이 가

장 적게 발생하였고, Steel B~D는 밴드조직의 종류와 상관없

이 4.4~5.7개로 비슷하게 균열이 발생하였다. 균열의 전파 관

점에서 수소유기균열의 평균 길이는 steel E가 0.6 mm로 가

장 작았다. F/AF 형태의 steel A와 B의 균열 길이는 1.4 mm

와 1.2 mm로 비슷하였고, F/B 형태의 steel C와 D는 각각 4.2 

mm와 2.2 mm로 다른 미세조직보다 균열이 길게 전파하였

다. 밴드형태 조직을 가지는 steel A~D의 균열은 모두 그림 4 

(a)에 나타난 것과 같이 페라이트와 밴드조직의 경계에서 나

타났으며, 균열의 진행 형태는 그림 4 (b)와 같이 경질상의 밴

드조직을 따라 균열이 전파되었다.

미세조직의 형태와 수소유기균열 발생의 상관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EBSD를 통해 결정입계와 전위밀도 분포를 측정

하였고, 결과를 표 4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전

위 또는 입계 등의 수소 트랩 사이트가 증가하면 수소유기균

열 저항성은 낮아진다 [17]. 그러나 표 4에 나타낸 것처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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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drogen induced cracking propagation path in steel C : 
(a) OM image of crack propagation along the banded 
microstructure and (b) SEM image of crack propagation along 
bainite

Table 4. EBSD analysis results

Steel
Boundary length (mm) Kernal average

misorientation fraction (%)

*LABs **HABs Total 
boundaries 0.6° 0.6°~3°

Steel A 294 1.99 4.93 46.8 53.2
Steel B 1.32 2.11 3.43 82.2 17.8
Steel C 1.25 2.44 3.69 68.1 31.9
Steel D 0.85 1.66 2.51 73.3 26.7
Steel E 1.92 2.21 4.13 56.6 43.4
* LABs (Low angle boundaires) : Boundary rotation angle below 15º
** HABs (High angle boundaires) : Boundary rotation angle above 15º

Fig. 5. Kernal Average Misorientation (KAM) maps: (a) steel A, 
(b) steel B, (c) steel C, (d) steel D and (e) steel E

세조직 내부 LABs(Low Angle Boundaries) 증가에 의해 전체 

입계 길이가 긴 steel A와 E가 수소유기균열 발생이 가장 적

었다. 전위의 양과 분포 관점에서 표 4와 그림 5는 

KAM(Kernal Average Misorientation)의 분율과 분포를 나타

내었다. KAM은 OIM 소프트웨어의 주어진 픽셀에서 이웃하

는 주변의 모든 픽셀과의 방위차(misorientation)의 평균으로 

정의되며, 방위차가 클수록 높은 전위밀도를 나타낸다 

[18,19]. 본 연구에서 KAM은 2nd neighbor에서 최대 방위차 

3º 조건에서 분석 하였다. Sung 등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시

편에 소성변형을 가하면 가공경화에 의해 발생된 전위에 의

해 KAM 0.6º 이상의 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20]. 

실질적으로 변형 유무에 따른 전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

에 표 4의 KAM 0.6º 이상의 분율은 미세조직 내부의 전위를 

의미한다. 표 4의 결과와 같이 수소유기균열 발생이 적은 

steel A와 E는 KAM 0.6º 이상의 분율이 43.4~53.2%로 steel 

B~D의 18~32%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것은 steel A와 E 내

부에 수소 트랩 사이트인 전위가 steel B~D보다 많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수소유기균열 발생이 수소 트랩 사이트의 양 뿐

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위의 분포 관점에서 수소유기균열 발생 빈도가 높은 steel 

B~D는 그림 5에서와 같이 AF 또는 베이나이트의 밴드조직 

주변에 전위밀도가 국부적으로 높으나, 수소유기균열이 적

게 발생한 steel A와 E의 전위는 미세조직 전체적으로 균질하

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소 트랩 사이트로 작용되는 

전위의 분포형태에 따라 수소유기균열의 발생 빈도의 차이

를 야기한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AF 내부의 잘 분산

된 탄질화물 또는 심하게 얽힌 전위들(tangled dislocation)은 

수소를 조직 내 재분산시켜 수소유기균열을 발생시키는 임

계조건을 완화한다고 하였다 [4,6,11]. 그리고 전위가 균질하

게 분포된 AF조직이 전위가 국부적으로 분포된 밴드형태의 

조직보다 소성변형 이후에도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이 우수하

였다 [20]. 동일한 이유로 steel A와 E에서는 내부에 수소 트

랩 사이트의 양이 많더라도 넓고 균질하게 분포되었기 때문

에 수소가 미세조직 내 재분산 되어 균열 발생의 임계조건이 

완화된다. 따라서 전위가 국부적으로 분포된 steel B~D 보다 

수소유기균열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AF는 내부의 높은 전위밀도와 미세한 결정립

으로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고밀도의 

HABs(High Angle Boundaries)는 균열의 진전을 효과적으로 

방해한다고 하였다 [15,16]. Steel D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사

용된 시편 모두 유효결정립 크기가 9~12 μm로 비슷하며, 표 

4와 같이 HABs의 분율 또한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

편 모두 균열전파 저항성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표 3에 

나타낸 결과와 같이 미세조직의 형태와 밴드조직의 종류에 

따라 균열 길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밴드형태 조

직은 균일한 형태의 미세조직과 달리 기지조직과 경질상의 

계면이 수소의 확산 경로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계면은 

수소에 의해 쉽게 취화 되어 균열 발생 이후 낮은 파괴 저항

성을 가지기 때문에 균열이 쉽게 전파된다 [6,21]. 따라서 단

일상의 steel E보다 밴드형태의 steel A~D는 경질상인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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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ydrogen induced cracking resistance (crack area ration 
and crack length) vs. hardness of banded microstructure

Fig. 6. Micro Vicker’s hardness values of banded microstructure: 
(a) steel A, (b) steel B, (c) steel C and (d) steel D (Magnification 
X200)

조직을 따라 균열이 더 쉽게 전파되는 것이다. 밴드조직의 종

류에 따른 균열 전파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냉각종료온도를 달리하였고, 구현된 각 밴드조직은 그림 6과 

같이 마이크로 경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밴드조직의 

경도와 수소유기균열 저항성 및 발생된 균열 길이의 관계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은 밴드조직의 경

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발생된 균열의 길이는 증가하

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가 250 HV 이상에서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하였다 

[22,23]. 이것은 미세조직이 AF에서 베이나이트로 바뀌면서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이 급격히 감소된 것이다. 그림 7도 동

일하게 AF가 밴드조직인 steel A와 B에서는 냉각조건에 따

라 20 HV의 경도 차이를 보였지만,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밴드조직이 베이나이트인 steel C와 D에

서는 25 HV의 경도차이에도 수소유기균열 저항성과 균열의 

길이가 큰 차이를 보였다. 유사하게 Koh 등도 F/AF에서는 확

산성 수소량이 증가하여도 CAR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F/B에서는 CAR이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24]. 일반적으로 

강의 강도 또는 경도가 증가 할수록 수소취성은 증가한다 

[23]. Steel C와 D의 F/B도 밴드형태 베이나이트의 경도차이

에 의해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의 차이를 보였다. 미세조직의 

경도 증가는 조직 내부의 전위밀도 증가 또는 미세해진 결정

립에 의해 내부의 수소 트랩사이트를 증가시킨다. 인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베이나이트는 확산성 수소량이 증가함에 따

라 쉽게 수소취성을 발생시켜 균열 전파저항성을 낮추는 것

이다. 그러나 인성이 우수한 AF가 포함된 경우는 수소취성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여 경도 증가 또는 미세조직 내부의 확

산성 수소량 증가에도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기 때문에 경도가 증가하여도 우수한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수소취성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리라 기대된다 [25-27].

4. 결     론

본 연구는 고강도 내부식용 API X70MS급 강재로 압연 및 

냉각조건을 달리하면서 미세조직을 변화시키고 수소유기균

열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단상역에서 압연 및 냉각을 진행한 단일상의 acicular 

ferrite(AF)는 밴드형태의 미세조직보다 수소유기균열 저항

성이 우수하였다. 이상역에서 냉각을 진행한 밴드조직에서

는 AF를 포함하는 F/AF가 F/B보다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이 

우수하였다.

2. 단일상의 AF와 이상역에서 압연된 deformed ferrite/ 

acicular ferrite(F/AF)는 F/AF와 ferrite/bainite(F/B) 형태의 

미세조직보다 수소유기균열이 적게 발생하였다. EBSD 

KAM 분석결과 AF와 deformed F/AF에서는 수소 트랩 사이

트로 작용되는 전위와 결정립들이 미세조직 전체에 균질하

게 분포되었고, 이러한 형태의 미세조직은 확산성 수소가 조

직 내 재분산되어 수소유기균열 발생의 임계조건을 완화시

키기 때문이다.

3. 밴드형태의 미세조직에서 수소유기균열 전파는 경질상

을 따라 균열이 진전되었고, 밴드조직의 경도가 높을 수록 균

열 전파 저항성이 감소하였다. F/AF는 우수한 AF의 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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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경도가 증가하여도 수소유기균열 전파 저항성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밴드조직의 경도가 250 Hv 이상의 

F/B에서는 경도 증가 시 균열이 길게 전파되어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4. API X70MS급 라인파이프용 강에서도 기계적 특성과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는 균일한 AF 미

세조직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조상의 여러 

조건으로 밴드형태의 조직이 필요할 경우에도 밴드조직을 

AF로 제어하여 수소유기균열 저항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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