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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 변화가 기계적 물성 및 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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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47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 (ASSW) was thermally aged at 343, 400 and 450 °C up to 20,000

h in this study. Effects of thermal aging induced microstructure evolu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of delta-ferrite in the 347 ASSW wer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ssessed by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0.07 nm) with energy-dispersive spectroscope (EDS) and Fast

Fourier Transform (FFT). After thermal aging at 343 °C for 20,000 h and 400 °C over 5,000 h, fluctuation

of major alloying elements such as Fe, Cr, and Ni was observed by spinodal decomposition in the delta-ferrite.

Meanwhile, a Ni+Si-rich G phase was developed as thermal aging progressed at 400 °C for 20,000 h and

450 °C for 5,000 h in the delta-ferrite. Such microstructure evolutions tended to be accelerated with increasing

aging temperature and exposure period, while the G phase was formed at a higher exposure temperature and/

or period compared to spinidal decomposition. These effects increased the tensile strength and decreased the

elongation of 347 ASSW at room temperature, compared to the as-welded condition. Moreover, when spinodal

decomposition and G phase were observed, the degree of sensitization values of the 347 ASSW in the double

loop-electrochemical potentiodynamic reactivation test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due to localized Cr

depletion in the delta-fer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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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구조물과 주요 배관에

는 우수한 부식 저항성, 연성, 및 용접 특성을 가진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해당 용접부가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용접부는

(Austenitic Stainless Steel Weld, ASSW) 용접 과정에서

의 고온 균열을 (Hot Cracking)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함

량 이상의 (약 5 vol% 이상) 델타-페라이트가 (δ-ferrite)

포함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1]. 하지만 델타-페라이트는 고

온의 가동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됨에 따라 열취화가

(Thermal Embrittlement) 발생하여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

를 증가시키고, 파괴 인성, 샤피 충격 에너지 및 찢김 계

수를 감소시켜 원전 장기 건전성을 저하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2-4]. 이에 ASSW (308 및 316 계열), 주조 스테

인리스강 및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델타-페라

이트를 함유한 합금들에 대하여 열취화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5-9].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열취화의 주요 원인

은 불안정한 델타-페라이트가 고온에 노출될 경우 Fe-rich

α상과 Cr-rich α’상으로 분리되는 스피노달 분해이며

(Spinodal Decomposition) 열화 온도에 따라 Ni+Si-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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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상 (G Phase) 및 Cr-rich 탄화물도 영향을 끼칠 수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존에는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및

Mossbauer Spectroscopy (MS)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적인 분석이 아닌 스피노달 분해의 유무만을 제시 하였다

[10]. 이후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분

석법이 적용이 되며 Bright Field 이미지의 얼룩을

(Mottled Structure) 통해 스피노달 분해를 분석하였지만 이

또한 TEM 시편 두께 및 표면 상태에 따라 왜곡될 여지

가 있다 [10]. 최근에는 Atom Probe Tomography (APT)

분석법을 사용해 수 나노미터 크기의 스피노달 분해 및 G

상의 형성을 합금 원소 분포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6,10,11]. 하지만 APT 분석법은 사전 준비 및 과정이 매

우 복잡하며 상의 결정구조가 아닌 합금 원소 분포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의 (0.07

nm 분해능) TEM/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분석을 통하여 스피노달 분해를 정성 및 정

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TEM/EDS와 함께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사용하여 결정구조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분석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으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가압

기 밀림관 (Pressurizer Surgeline Pipe)에 사용되고 있는

347 ASSW (Nb 안정화 합금) 델타-페라이트의 다양한 열

화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스피노달 분해 및 G 상

형성) TEM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고 각각의 미세조직 변

화가 기계적 특성 및 부식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국내 원전에 사용되는 347 ASSW 를 모사하기 위하여

약 10 vol%의 페라이트 함량을 가지는 347 스테인리스강

용접봉을 사용하였다. 316L 스테인리스강 판재에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 방법으로 덧살 올림 용접을

수행하여 폭 120 mm (T 방향), 길이 300 mm (L 방향)

및 두께 60 mm (S 방향)의 용접 블록을 제작하였으며

용접 후 별도의 후열처리는 수행하지 않았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347 ASSW의 EBSD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델타-페라이트가 유사한 결정

방향성을 가지고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Vermicular 형태로

분포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작된 용접 블록

의 화학 조성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방법

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Schaeffler Diagram 및

상분율 측정을 통한 페라이트 함량과 함께 표 1에 나타내

었다.

2.2 열화 조건 선정

일반적으로 델타-페라이트의 원전 환경 열화 연구는 수

십 년의 가동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더 높은 온도에서

(335~450 oC)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열화를 통해 수행이

되고 있다. 열화 온도 선정은 대부분 Chung이 [12] 제안

한 델타-페라이트 미세조직 거동 (스피노달 분해 및 α’ 생성

/성장) 아레니우스 선도에 따라 α’ 생성/성장 온도 (475 oC)

보다 낮은 온도에서 스피노달 분해만을 모사하기 위한 실

험이 수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제작된 용접 블록은

Fig. 1. EBSD images of δ-ferrite in as-welded 347 ASSW along T-
L direction; (a) phase map and (b) IPF image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and ferrite contents (vol%) of 347 ASSW used in this study.

Fe Cr Ni C Si Mn Mo Nb
Ferrite content

Schaeffler diagram Phase fraction

Bal. 19.0 9.0 0.04 0.4 1.5 0.2 0.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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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 하여 가압기 밀림관 가동 환경 (343 oC) 및 가속화

조건의 (400 oC 및 450 oC) 대기 환경에서 최대 20,000

시간까지 열화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열화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기계적 및 부식 저항성 평가를 표 2에 정리해

나타내었다.

2.3 열화에 따른 상온 인장실험

347 ASSW의 열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하여 인장 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시편은

용접 블록 L 방향으로 봉상 시편을 (직경 4 mm 및 길이

24 mm) 열화 전·후 블록에서 가공하여 ASTM E8/E08

[13]의 절차에 따라 5 × 10-4s-1의 변형율로 상온에서 2 회

씩 수행하였다. 

2.4 열화에 따른 DL-EPR 실험 

부식저항성 평가는 DL-EPR (Double Loop Electro-

Potentiokinetic Reactivation) 실험을 ASTM G108 [14]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상세 실험 조건은 상온의 0.5 M

H2SO4 + 0.01 M KSCN 용액에서 SCE 기준 전극을 사

용하여 1.677 mV/sec의 스캔 속도로 수행하였다. 예민화도

정량화 (DOS, Degree of Sensitization) 평가를 위해 양

극 루프의 (Anodic Loop) 최대전류밀도와 (Ia) 재활성화

루프의 (Reactivation Loop) 최대 전류 밀도 (Ir), Ir/Ia로

써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델타-페라이트의 열화에 따른 미세조직 거동

347 ASSW 델타-페라이트의 열화 전·후 TEM 분석 결

과를 그림 2-5 및 표 3에 나타내었다. 열화 전 (As-

Welded) 델타-페라이트 TEM/EDS 맵핑 정성 분석 결과

(Fe+Cr 및 Cr+Ni, 그림 2a) 주요 합금 원소가 조직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TEM/

EDS 라인 스캔 정량 분석을 통해 (그림 2b), Fe, Cr 및

Table 2. Test map conducted in this study in accordance with thermal aging conditions.

As-welded
Aging at 343 oC Aging at 400 oC Aging at 450 oC

A B C A B C A B

Microstructure evaluation O O O O

Tensile test O O O O O O

DR-EPR test O O O O O O O O

*A: less than 5,000 h, B: 5,000 h, C: 20,000 h

Fig. 2. Results of TEM analysis of δ-ferrite in 347 ASSW before
thermal aging (as-welded condition); (a) mixed EDS mapping
images, (b) EDS line scan, and (c) FFT pattern.

Fig. 3. Results of TEM analysis of δ-ferrite in 347 ASSW after
thermal aging at 343 oC for 20,000 h; (a) mixed EDS mapping
images, (b) EDS line scan, and (c) FF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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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이 각각 65.2 (69.1, 60.2), 27.8 (32.0, 24.2), 및 3.4

(5.8, 2.1) wt%의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과 1.8, 1.5, 및

0.7의 표준편차를 보이며 분포하고 있음을 측정하였다. 또

한 델타-페라이트 내부 HRTEM (High Resolution TEM)

이미지의 FFT 변환을 통해 (그림 2c), BCC 구조의 델타-

페라이트 (격자 상수 0.293 nm) 단일 상으로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343 oC에서 5,000 시간 열화가 진행되어도 열화 전 상태

와 유사한 합금 원소 분포 및 상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표 3). 하지만 20,000 시간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델타-페라이트 내부에 수∼수십 nm 크기의 Fe-rich 및 Cr-

rich 영역이 구별이 되며 합금 원소가 불균일하게 분포되

었다 (그림 3a). TEM/EDS 라인 정량 분석 결과 (그림

3b), Fe, Cr 및 Ni가 델타-페라이트 내부에서 각각 66.4

(77.2, 52.0), 27.1 (41.7, 16.7) 및 3.7 (6.9, 0.5)의 평균

값과 (최대값, 최소값) 5.2, 5.3, 및 1.1의 표준편차를 나타

내었다. 이는 델타-페라이트 내부의 Fe-rich α와 Cr-rich

Fig. 4. TEM analysis of delta-ferrite in 347 ASSW after thermal
aging at 400 oC for 20,000 h (a) mixed EDS mapping images, (b)
EDS line scan, and (c) FFT pattern.

Fig. 5. TEM analysis of delta-ferrite in 347 ASSW after thermal aging at 450 oC for 5,000 h (a) mixed EDS mapping images, (b) EDS line
scan, and (c) FFT pattern. 

Table 3. The fluctuation (standard deviation) of major alloying element composition in the δ-ferrite in 347 ASSW before and after various
thermal aging conditions.

As-welded
Aging at 343 oC Aging at 400 oC Aging at 450 oC

5,000 h 20,000 h 5,000 h 20,000 h 5,000 h

Fe 1.8 1.7 5.2 2.6 4.2 13.0

Cr 1.5 1.8 5.3 2.4 3.6 13.3

Ni 0.7 0.6 1.1 1.0 1.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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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으로 나누어지는 스피노달 분해의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

만 FFT 분석에서 (그림 3c), 열화 전 델타-페라이트와 동

일한 단일 BCC 격자 구조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스피노

달 분해로 Fe-rich α와 Cr-rich α'이 분리가 되지만 기존

의 델타-페라이트 결정 방향을 유지하며 격자 상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43 oC에서

20,000 시간까지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스피노달 분해가

발생하였지만 G 상과 같은 이차적인 석출상은 형성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가속화 열화 조건인 400 oC에서 5,000 시간 열화 후

Fe-rich α와 Cr-rich α'으로 구분되는 스피노달 분해가 관

찰되었지만 343 oC 20,000 시간 결과와 유사하게 델타-페

라이트 단일 상을 유지하였다. 그림 4는 400 oC에서

20,000 시간 열화 후 TEM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Fe+Cr

및 Cr+Ni TEM/EDS 맵핑 결과 (그림 4a), 앞서 언급한

스피노달 분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e, Cr 및

Ni는 각각 67.0 (76.0, 57.4), 26.5 (37.2, 18.8), 및 4.0

(8.6, 1.3)의 평균값과 4.2, 3.6, 및 1.4의 표준편차를 가지

고 있었다 (그림 4b). TEM 맵핑 결과 스피노달 분해 이

외에 합금 원소의 다른 거동은 보이지 않지만 FFT 변환을

통해 (그림 4c) BCC 구조의 델타-페라이트 상 외에 FCC

구조의 G 상이 (격자 상수 1.109 nm) 관찰되었다.

450 oC에서 5,000 시간 열화 후 TEM 분석 결과를 그

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델타-페라이트

내부 맵핑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짧은 열화시간에도 불구

하고 Fe-rich α와 Cr-rich α'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a). Fe, Cr 및 Ni는 각각 60.2 (86.4,

30.3) 31.4 (57.2, 8.6) 및 4.8 (14.8, 0.9)의 평균값 (최대

값, 최소값)과 13.0, 13.3, 및 3.7의 표준편차를 보이며

400 oC 20,000 시간 열화 조건 보다 상대적으로 분리된

영역의 크기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성 및 정량

분석에서 Ni+Si-rich 상을 확인하였으며 FFT 분석을 (그림

5c) 통해 FCC 구조의 G 상 (격자 상수 1.109 nm)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343 oC 열화 조건의

경우, 5,000 시간에서는 주요 합금 원소인 Fe, Cr, 및 Ni

의 분포가 As-Weld 상태와 유사하지만 20,000 시간 열화

후에는 스피노달 분해로 인해 Fe, Cr, 및 Ni의 편차가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보다 가속화 조건인 400 oC

열화 조건에서는 5,000 시간부터 스피노달 분해가 관측 되

었으며 열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합금 원소들의 분포 편차

가 커지는 것은 기존 주조 스테인리스강 및 듀플렉스 스테

인리스강 델타-페라이트 열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6,8,15-18]. 450 oC 5,000 시간 열화 조건에서는

합금 원소의 분포 편차가 343 및 400 oC 조건들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가 합금 원소 분리는 스

피노달 분해에 의한 값인지 α' 생성/성장 에 의한 값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열취화

메커니즘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최대 가속화 조건을 제한

하여 장기 거동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Ni+Si-rich G 상은 347 ASSW 델타-페라이트

가 400 oC에서 20,000 시간 및 450 oC에서 5,000 시간

열화 후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G 상은 스피노

달 분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온 및 장기간 열화 조건

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00 oC의 20,000

시간의 경우, TEM/EDS 분석을 통해 상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분포되어 있지만 450 oC 5,000 시간

열화 조건의 경우, 원소 분포 및 격자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400 oC 및 450 oC의 가속화

열화온도는 스피노달 분해와 α' 생성/성장의 경계 온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347 ASSW의 원전

가동 환경 스피노달 분해에 따른 미세조직 및 열취화 연구

를 위해서는 가속화 열화 온도 조건을 400 oC로 제한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열화에 따른 인장 물성 평가

그림 6은 347 ASSW의 열화 조건에 따른 상온 인장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347 ASSW의 경우, 열화 전 시편

과 비교하여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고

연신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43 oC 및 400 oC

열화 후 인장 결과를 살펴보면 열화 온도 및 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델타-페라

이트 함량 (약 10%) 및 용접부 자체의 기계적 특성 편차

로 보인다. 반면에 450 oC 5,000 시간 열화 이후 연신율

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재료 열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는 입내

(Grain) 및 입계 (Grain Boundary)에 형성되는 석출상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Table 4. Microstructure evolution of the δ-ferrite in 347 ASSW
after various thermal aging conditions.

Aging at 343 oC Aging at 400 oC Aging at 450 oC

5,000 h 20,000 h 5,000 h 20,000 h 5,000 h

- SP SP SP+G1 SP+G2

* SP: spinodal decomposition, G: G phase formation
** 1 detected by FFT only, 2detected by EDS and 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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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oC 20,000 시간 열화 시편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델타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경계 부분 TEM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림 7). 그 결과, 두 상의 경계 부분에 이차적인

석출상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Nb 맵핑

이미지를 통해 델타-페라이트 내부에서 Nb-rich 석출상이

발견 되었는데 이는 열화가 아닌 용접 과정에서 형성된

MC 형태 탄화물 (NbC)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열화 분위

기에서 형성되는 Nb-rich 탄화물은 M6C 형태의 탄화물로

(Nb6C) 주로 550-600 oC 이상의 온도에서 형성되게 되기

때문이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모재가 고온에 노출

되면 입내 및 입계에 M23C6 형태의 Cr-rich 탄화물

(Cr23C6)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스테인리

스강 TTP (Time-Temperature-Precipitation) 선도에 따르

면 [19] 본 실험 열화 온도인 343-450 oC 에서의 탄화물

이 형성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그림 7을

통해 확인 하였듯이 본 실험에 사용된 347 ASSW의 경우

Nb을 첨가함으로써 재료 내의 Nb-rich 탄화물을 형성하여

탄소 고용량을 매우 낮춘 합금이기 때문에 [20], 인장 특

성 변화는 탄화물 형성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림 6의 기계적 특성 변화는 델타-페라이트 내

부의 스피노달 분해에서 유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스피노달 분해로 인한 나노 단위 원소 편중이 변형

(Deformation) 과정에서 전위 (Dislocation) 이동을 막으며

전위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21]. 본 연구와 유사하게

주조 스테인리스강 [9] 및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에서도

[17] 400 oC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델타-페라이트의 경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316L ASSW의 경우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335 oC, 10,000 시간) 델타-페라이트의 경

도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지만 오스테나이트 모재의

경도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22]. 이를 통해, 델타-페라이

Fig. 6. Tensile test results of 347 ASSW at room temperature before
and after various thermal aging conditions; (a) tensile strength and
(b) elongation.

Fig. 7. Results of TEM analysis of the interface region between δ-
ferrite and austenite in 347 ASSW after thermal aging at 400 oC for
20,000 h; (a) mixed EDS mapping images and (b) EDS line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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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기계적 특성 변화가 재료 전체의 물성에 큰 영향을 끼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피노달 분해가 발생하여도

550 oC 에서 단시간의 Reversion 열처리를 통해 스피노달

분해를 완화하면 페라이트 및 전반적인 재료의 기계적 특

성이 열화 전과 유사하게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8,23]. 따라서, 347 ASSW의 경우, 343-450 oC 에서 열

화로 인해 델타-페라이트 내부에서 스피노달 분해가 발생

하여 기계적 특성을 감소 시키며 이러한 열화에 따른 연신

율 감소 및 재료의 취화 문제는 원전 장기 건전성 평가에

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열화에 따른 부식 저항성 평가

앞서 347 ASSW가 열화 이후에도 재료 내부에 탄화물

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입계에 Cr-rich

탄화물 형성으로 인한 재료의 예민화 문제는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이며 이를 확인 하기 위해 347 ASSW의 열화에

따른 DL-EPR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8은 DL-EPR 실험을 통해 측정한 347 ASSW의 열

화 조건에 따른 예민화도 (DOS, Degree of Sensitization)

정량화 결과를 나타내었다. 343 oC 5,000 시간 및 400 oC

에서 10,000 시간 열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민화도가 열

화 전 상태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400 oC 20,000 시간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예민화도 값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450 oC 열화 조건에서는 상

대적으로 짧은 열화 시간에도 (5,000 시간 이내) 매우 높

은 예민화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예민화도의 증가는 스

피노달 분해 및 G 상 형성으로 인해 델타-페라이트 내부

의 Cr 함량이 낮은 영역에서 예민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400 oC 5,000 시간 열화 시편의 경우에는

스피노달 분해는 일어나지만 정도가 작아 Cr 함량의 편차

가 크지 않게 되어 예민화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K. Chandera에 따르면 [24] 듀플렉스 스테인레스강

의 경우, 335-400 oC 에서 열화에 따른 델타-페라이트 내

부의 스피노달 분해로 Cr-Depleted 영역이 형성되어 부식

특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400 oC 이상의 온도에서는 델타

-페라이트 내부에 Cr-rich α’ 생성/성장 메커니즘에 의해

급격하게 부식 특성을 저하시킨다고 발표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미세조직 분석과 부식 특성 결과를 뒷받침 한다.

듀플렉스 스테인레스강이 475 oC에서 300 시간 열화가 진

행됨에 따라 입계의 Cr-rich 탄화물이 아닌 델타-페라이트

내부의 Fe-rich α와 Cr-rich α' 형성에 따른 부식 특성이

저하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25].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347 ASSW의 장시간 열화에

따른 델타-페라이트 내부 스피노달 분해는 기계적 특성뿐

만 아니라 부식 저항성 감소에 따른 응력부식균열을

(Stress Corrosion Cracking) 유발 할 가능성도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47 ASSW의 원전 가동 환경 (343 °C)

및 가속화 조건 (400 °C 및 450 °C)에서 최대 20,000 시

간 열화에 따른 델타-페라이트 내부의 미세조직을 분석하

고 각각의 미세조직 변화 상태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부

식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 고해상도 (0.07 nm) TEM/EDS 분석을 통해 347

ASSW 델타-페라이트의 스피노달 분해 및 G 상의 형성을

열화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정성 및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343 oC 20,000 시간 및 400 oC 5,000 시간 이상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수십 나노미터의 Fe-rich α와 Cr-rich α'

으로 구분이 되는 스피노달 분해가 발생되지만 Ni+Si-rich

G 상은 400 oC 20,000 시간 이상에서 형성되었다.

- 450 oC 가속화 조건에서는 5,000 시간 이후에도 스피

노달 분해 및 G 상이 형성되었는데 합금 원소의 크기 및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열화 메커니즘이 스피노달 분해가

아닌 α' 생성/성장 온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347 ASSW

가속화 열화 조건 선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며 추후 연구에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43 oC 및 400 oC에서 스피노달 분해가 발생함에 따라

347 ASSW 인장 강도가 증가하며 연신율이 감소 하였지

만 열화 온도 및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인장 특성이 증가하

는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400 oC 20,000 시간

Fig. 8. Degree of sensitization from DR-ERP test result of 347
ASSW before and after various thermal ag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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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EPL 결과에서 예민화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스피

노달 분해 및 G 상 형성으로 인해 델타-페라이트 내부에

국부적으로 Cr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예민

화도의 증가는 응력부식균열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

및 장기 설비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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