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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304의 후열처리에 따른 용접부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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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stenitic stainless steels have excellent mechanical property and corrosion resistance, and are 
for these reasons used in demanding applications such as power plant, nuclear reactor and off-shore plant. 
Especially, austenitic stainless steel 304 (STS304) is mainly used as a pipe material in nuclear power 
plants. Submerged arc welding (SAW) is a commonly used method of welded steel pipes. This method has 
some problems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eterogeneous microstructure, 
ductility decreases, brittleness of a weld region after SAW process. Especially, delta ferrite and dendrite 
structure is happened in the weld metal after welding process, which affects the decrease of toughness and 
ductility. Therefore, it requires the post weld heat treatment (PWH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elded STS304 was investigate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after SAW 
process. In order to improve the toughness and ductility of weld region, PWHT was performed by controlling 
the delta-ferrite and dendrite structure. It was found that the mechanical property of the weld region were 
increased due to the decrease of the delta- ferrite and the recrystallization of the austenite structure after 
P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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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100개 이상의 개별적 기능을 가진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크게 원자로를 중심으로 

한 핵증기 공급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과 

증기를 공급받아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 발전기계통 그리고 

기타 부수설비로 구분된다. 원전 1, 2차 계통에 사용되는 원

전 재료는 각 부위별 가동 환경에 맞게 적절한 재료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사용해야 되며, 배관 재료로는 스테인리스강 또

는 탄소강 등과 같이 다양한 소재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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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배관 재료로 높은 내식성과 고온 고압에서 

인성이 좋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내식성은 물론 피가공성, 용접성, 고온 특성

으로 인해 가스터빈, 제트 추진제, 화학 플랜트, 원자력 발전

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4].

SAW(Submerged Arc Welding)은 상대적으로 후육강관에 

많이 사용되는 용접방법으로 용접전 산포한 플럭스 중에 와

이어를 자동 송급하여, 모재와 와이어간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배관 용접방법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파이프 용접시 고속/고용착화를 통

한 용접 생산성 향상과 입열 관리를 통한 용접부 품질을 개선

시킬 수 있는 SAW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5].

SAW 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대입열로 인해 소재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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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304 austenite stainless steel

Materials
Elements (wt%)

C Mn Si Cr Ni P S Fe
Base Metal(STS304) 0.07 0.9 0.53 17.28 8.28 0.027 0.003 Bal.
Weld Metal(STS308) 0.05 1.27 0.73 19.60 9.40 0.026 0.003 Bal.

 

Fig. 1. Schematic of tensile machine and miniature tensile 
specimen

Table 2. PWHT conditions in this study
Sample number PWHT Temperature rising time Water cooling time

#1 1,000 ℃ × 2 h

5 ℃/min 10 mim
#2 1,050 ℃ × 2 h
#3 1,100 ℃ × 2 h
#4 1,150 ℃ × 2 h

저하, 조직 불균질, 잔류응력 집중, 용접부의 취성과 같은 기

계적 특성변화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SAW 

용접 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델타페라이트가 용

접금속 내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경우 후열처리 시 다른 상으

로 변태로 인해 용접부의 취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접 후 후열처리(PWHT: Post Weld Heat 

Treatment)를 통한 델타페라이트 함량 조절 및 다른 상의 변

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상의 변태가 진행되

며, 후열처리를 통하여 소재의 조직을 생성 및 미세화하고 균

질화하여 기계적 특성 향상이 가능하다 [7,8].

본 연구에서는 SAW 용접방법을 통해 용접강관 소재로 높

은 내식성과 고온 고압에서 인성이 우수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인 STS304 소재를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용접

부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열처리를 진행하였다. 본 실

험을 통해 용접부를 포함한 모재부 및 열영향부 에 대한 열처

리 영향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기계적 특

성 평가를 통하여 미세조직에 열처리 후 기계적 특성 향상 메

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용접강관 제작을 위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인 STS304 소재를 판재로 이용하여 SAW 용접

을 하였고, 용접봉은 STS308 소재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재

료의 화학적 조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SAW 장비에 의해 

판재(폭 100 mm, 길이 1,000 mm, 두께 25 mm)를 제작하였

으며, 후열처리를 위하여 용접라인을 기준으로 시험편을 적

당한 크기(폭 60 mm, 길이 200 mm, 두께 25 mm)로 절단 후 

후열처리를 진행하였다.

후열처리 온도에 따른 STS304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1,000 ℃에서 1,150 ℃까지 

50 ℃ 간격으로 후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승온속도는 분당 5 

℃씩 증가시켰으며, 최종 온도에서 2시간 유지 후 18 ℃에서 

10분간 수냉하였다. 후열처리 후 시험편은 후열처리 온도에 

따른 STS304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재

부, 용접부, 열영향부를 채취하였다.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 시험편을 #180에서 #2,000까

지 연마한 후, 3 ㎛에서 1 ㎛까지 미세 연마를 순차적으로 진

행하였다. STS304의 에칭용액은 염산 및 질산 혼합액을 사

용했다.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모재부,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미세조직을 분석했다.

후열처리 온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장

실험, 경도실험, 샤르피 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실험은 

그림 1과 같은 미소재료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시험을 

하였으며, 시험편 사이즈는  게이지 길이 5 mm, 시험편 폭 

1.2 mm, 시험편 두께 0.5 mm로 그림 1과 같다. 시험편은 

STS304 용접 방향의 수직으로 시편을 채취하여 ASTM E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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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structure of base metal of STS304 before and after 
PWHT: (a) before PWHT, (b) 1,000 ℃, (c) 1,050 ℃, (d) 1,100 ℃
and (e) 1,150 ℃

Fig. 3. Microstructure of weld metal of STS304 before and after 
PWHT: (a) before PWHT, (b) 1,000 ℃, (c) 1,050 ℃, (d) 1,100 ℃
and (e) 1,150 ℃

규정에 따라 모재부와 용접부로 나뉘어 시편을 준비했다. 인

장 시험방법은 ASTM A370 규정에 따라 항복강도, 인장강도

와 연신율을 측정하였다. 인장 시험기의 초기변형속도는 

0.03 mm/sec로 설정하고 항복강도는 변형률 0.2% Offset 법

에 의하여 결정하며, 인장강도는 최대 하중점을 이용하여 결

정하였다. 연신율은 초기 표점거리에 대한 연신된 표점거리

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경도시험은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

하여 미세조직 분석시험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을 준비

했다. 경도 측정방법은 용접부의 모서리 끝부분에서부터 2 

mm로 이격시킨 뒤 1 m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총 5회에 걸

쳐 경도값을 측정하였고, 5회 중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한 값

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비커스 경도기의 하중은 시험편 

재질 및 특성에 맞게 4.903N, 하중시간은 10초로 정하였다. 

샤르피 충격시험은 STS304 용접강관에 용접 방향의 수직으

로 시편을 채취 및 가공하였다. 시편은 ASTM E23 규정에 따

라 표준시험편(10 × 10 × 55mm)으로 실험하였으며, 실험온

도는 20 ℃에서 –180 ℃까지 40 ℃ 간격으로 샤르피 충격실

험을 실시하였다.

용접부의 델타페라이트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라이

트 스코프(FERITSCOPE FMP30)를 사용하여 시편 당 10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후열처리 후 상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XRD 분석은 Cu-Kα

선을 이용하여 2θ를 20°~100° 범위로 정하여 1°/min의 속도

로 시험 하였고, 이때 얻은 회절선으로부터 각상의 상변화를 

관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후열처리 후 시편의 미세조직 평가

후열처리 전의 시험편과 후열처리 후 STS304의 미세조직

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후열처리 전 및 후열처리 후 열처리 

온도에 따른 STS304의 모재부 미세조직 관찰결과이다. 후열

처리 전 모재부의 미세조직은 전형적인 오스테나이트 조직

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2(a)]. 후열처리 후 모재부의 입계 크

기는 열처리 전 시험편에 비해 조대해졌으며, 후열처리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스테나이트 간의 결정립계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11].

그림 3(a)와 같이 후열처리 전의 용접부 미세조직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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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Quantitative analysis of STS304 by ferrite scope before 
and after PWHT: (a) before PWHT, (b) 1,000 ℃, (c) 1,050 ℃, (d) 
1,100 ℃ and (e) 1150 ℃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weld metal before and after 
PWHT: (a) Before PWHT, (b) 1000 ℃  X 2 hr PWHT, (c) 1050 ℃ X 2 hr PWHT, (d) 1100 ℃ X 2 hr PWHT, (e) 1150 ℃ X 2 hr 
PWHT

적으로 용접부에 생성되는 오스테나이트 조직(흰색)과 델타

페라이트(검은색)가 혼합되어 관찰 되었다 [12]. 델타페라이

트는 저융점 화합물을 생성하는 P, S를 다량 고용하여 고온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델타페라이트 양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오스테나이트가 줄어서 인성, 연성, 내식성이 감

소하기 때문에 열처리를 통한 델타페라이트 양의 조절이 필

요하다.

용접부 조직은 열처리 후 델타페라이트가 오스테나이트 

조직 및 다른 상으로 변태된다고 알려져 있다 [13]. 후열처리 

전의 시험편은 전형적인 용접부 덴드라이트 조직이 관찰되

었다 [그림 3(a)]. 후열처리를 진행한 시험편의 미세조직을 

보면, 1,000 ℃ 열처리 시험편은 열처리로 인해 델타페라이

트가 감소하며 재결정 현상으로 인해 용접부 조직이 풀림현

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3(b)]. 1,100 ℃ 후열처리 시험편에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최적화 되었으며 [그림 3(d) 참조] 

1,150 ℃ 시험편에서는 재결정후 결정립 성장으로 인해 입계 

사이즈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e)]. 따라서 

용접부 STS304의 후열처리 후 미세조직 결과, 후열처리 온

도 1,050 ℃ 이하에서는 재결정으로 인해 오스테나이트 조직

이 생성되지만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 이

상의 온도인 1,100 ℃에서부터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형성되

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립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그림 4는 페라이트 스코프로 측정된 용접부 후열처리 전 

및 후열처리 후 델타페라이트 정량적 분석결과이다. 열처리 

전에는 델타페라이트가 7.58%로 측정되었고 열처리 후 델타

페라이트가 현저히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열처

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델타페라이트 분율은 열처리 온

도 1000 ℃ 3.69%에서 1150 ℃ 0.7%로 감소하였다. 이는 열

처리로 인해 델타페라이트가 오스테나이트 조직 및 다른 상

으로 변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는 용접부에 기존에 존재하는 델타페라이트 상이 다

른 상으로의 변태를 확인하기 위한 XRD 실험 결과이다. 열

처리 전 용접부 시험편에서는 델타페라이트 피크가 관찰되

었고, 열처리 후에 델타페라이트가 대부분 작아지거나 사라

졌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델타페라이트 분

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 용접부에 발생하

는 오스테나이트 피크는 열처리 후에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델타페라이트 상은 오스테나이트 상으로 변태 되

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6은 후열처리 전 및 후열처리 후 오스테나이트 스테

인리스강 STS304의 열영향부 미세조직 관찰결과이다. 후열

처리 전의 열영향부 미세조직은 모재부의 오스테나이트 조

직과 용접부의 덴트라이트 조직이 관찰되었다 [그림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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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icrostructure of HAZ of STS304 before and after 
PWHT: (a) before PWHT, (b) 1,000 ℃, (c) 1,050 ℃, (d) 1,100 ℃
and (e) 1,150 ℃

(a)

(b)

Fig. 7. Tensile properties of STS304 before and after PWHT: (a) 
base metal and (b) weld metal

또한 용접부와 모재부의 경계라인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1,000 ℃ 후열처리 시험편은 모재부의 오스테나이트 조직과 

용접부의 덴드라이트 조직이 재결정으로 인해 풀림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모재부 및 용접부 경계라인이 사라지

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6(b)]. 또한 모재부의 결정립 사

이즈가 열처리 전 시험편의 비해 결정립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처리 온도가 더 높은 1,050 ℃ 후열처리 시험편

에서는 모재부의 결정립 사이즈가 성장하였으며 재결정으로 

인한 용접부의 덴트라이트 조직의 풀림현상은 증가하였다 

[그림 6(c)]. 1,100 ℃ 후열처리 시험편에서는 모재부의 입계

사이즈가 커졌으며, 용접부의 덴드라이트 조직이 오스테나

이트 조직으로 완전히 재결정되어 용접부 경계라인이 관찰

되지 않았다 [그림 6(d)]. 1,150 ℃ 후열처리 시험편에서는 높

은 열처리 온도에 의해 모재부와 용접부에서 모두 오스테나

이트 조직의 결정립계 크기가 성장하여 더욱 조대해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e)]. 따라서 열영향부 STS304의 후열처

리 후 미세조직 결과, 후열처리 온도 1,050 ℃ 이하에서는 용

접부의 덴드라이트 조직이 완전히 재결정 되지 않아 모재부 

사이에 용접부 경계라인이 관찰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온도

인 1,100 ℃에서부터 용접부에서도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재

결정되어 용접부 경계라인이 없어지며, 후열처리 온도가 증

가할수록 모재부 및 열영향부 결정립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후열처리 후 인장 특성 평가

후열처리 전의 시험편과 후열처리에 따른 STS304의 인장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7(a)를 보면 후열처리 전 STS304 

모재부 인장강도는 727 MPa, 항복강도는 260 MPa, 연신율

은 89%가 측정되었다. 후열처리 후 열처리 온도에 따른 모재

부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인장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열처리 전 및 후 미세조직 관찰결과에서 보듯이 열처

리에 따른 오스테나이트 조직은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입계 사이즈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열

처리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인 1,100 ℃ 시험편에서는 오스

테나이트 조직이 매우 조대화 되어 연신율이 열처리 전 시험

편에 비해 약 1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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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Vicker’s hardness of STS304 before and after 
PWHT

(a)

(b)

Fig. 9. Charpy impact properties of STS304 before and after 
PWHT; (a) base metal and (b) weld metal

그림 7(b)는 용접부의 인장특성으로 후열처리 전 STS304 

용접부 인장강도는 515 MPa, 항복강도는 282 MPa, 연신율

은 45%가 측정되었다. 후열처리 후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는 

낮게 측정되었지만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열

처리 후연신율은 열처리 전에 비해 약 30% 이상 증가하여 인

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연신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용접부

의 재결정으로 인해 델타페라이트 조직이 오스테나이트 조

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처리 온도 1150 ℃ 에서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매우 조

대화 되어 인성향상 효과가 감소하여 연신율이 감소하였다

고 판단된다.

3.3 후열처리 후 경도 특성 평가

후열처리 전의 시험편과 후열처리에 따른 STS304의 경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8을 보면 후열처리 전 STS304 모재

부 경도는 187 Hv가 측정되었다. 후열처리 후 열처리 전에 

비해 경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후열처리 온도에 증가에 

따라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조대화 되어[그림 2(b-d) 참조] 후

열처리 전에 비해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열처리 전 STS304 용접부 경도는 224 Hv가 측정되었다. 

후열처리로 인해 모든 열처리 온도 조건에서 경도는 감소하였

고, 이는 후열처리 후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재결정되고 델

타페라이트가 감소하면서 경도는 감소했다고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의 용접부 경도는 후열처리 후 용접부 덴드라이트 

조직의 풀림으로 인해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변화하며 완전

히 성장함에 따라 용접 경계 라인이 사라지고 후열처리 전의 

모재부와 비슷한 경도값을 확인할 수 있다.

3.4 후열처리 후 샤르피 충격 특성 평가

후열처리 전의 시험편과 후열처리에 따른 STS304의 충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샤르피 충격시험기를 이용해 20 ℃에

서 –180 ℃까지 측정하였다. 그림 9(a)를 보면 후열처리 전과 

후의 모재부 흡수에너지로 열처리 후 충격흡수에너지가 조

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열처리를 통해 가공 또는 

용접 중에 생긴 내부응력을 제거하고 재결정 시켜 연성을 회

복시켜 조직이 균질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4]. 시

험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흡수에너지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스테인리스강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온도가 낮아짐

에 따라 재료가 취성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림 9(b)를 보면 후열처리 전과 후의 용접부 충격흡수에

너지로, 후열처리 후 충격흡수에너지가 후열처리 전에 비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세조직 관찰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용접 후 용접부 덴드라이트 조직 및 델타페라

이트가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재결정되어 인성이 향상되었

다고 판단된다. 특히 열처리 온도 1,100 ℃에서 용접부 충격 

특성이 가장 좋았으며, 미세조직 관찰결과에서 보듯이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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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덴드라이트 조직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변태하면서 델

타페라이트 함량이 감소하고 결정립 성장도 최적화되었기 때

문이다 [15]. 따라서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후열처리 공정은 

열처리 온도에 따라 인장특성, 경도특성, 샤르피 충격특성 등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상변화, 델타페라이트 함량, 입계사이

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열처리 온도 선택이 중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높은 내식성과 고온 고압에서 인성이 좋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인 STS304 용접강관 소재를 

사용하여 후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

하였다.

1) 후열처리 전 STS304 모재부의 미세조직은 전형적인 오

스테나이트 조직으로 관찰되었고, 용접부는 델타페라이트가 

다량 함유된 덴드라이트 조직이 관찰되었다.

2) 후열처리 후 STS304 용접부의 미세조직 관찰결과 용접

부의 덴트라이트 조직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변화하였으

며, 용접부 및 모재부의 경계라인이 재결정으로 인해 사라지

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3) 용접부 델타페라이트 정량적 분석 결과, 열처리 전의 경

우 델타페라이트가 7.58% 측정되었고, 후열처리 후 3.69% 이

하로 감소하였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델타페라

이트 감소량은 증가하였으며, XRD 분석을 통해 델타페라이

트 상은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변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열영향부에서는 후열처리 온도 1,050 ℃ 이하에서 용접

부의 덴드라이트 조직이 완전히 재결정 되지 않아 용접부 경

계라인이 관찰되었고, 그 이상의 온도인 1,100 ℃에서부터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완전히 재결정되어 용접부 경계라인이 

없어지며, 후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모재부, 열영향부, 용

접부 결정립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후열처리 후 STS304 용접부 인장, 경도 및 인성 특성 결

과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재결정, 델타페라이트 감소 등에 의

해 인성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열처리 온도 

1,100 ℃에서 최적의 열처리 온도 조건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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