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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He분위기 하에서의 고온열화에 따른 Inconel 617의 탈탄거동 및 기계적 특성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Generation IV reactor 중 초고온 가스 냉각로는 수소와 전기의 경제적 생산을
위해 설계된 고효율의 시스템이다. 초고온 가스 냉각로의 열교환기 및 고온배관용
o

재료는 950 C이상의 온도와 8 MPa의 압력하에서 사용되어진다. 또한 초고온 가스
냉각로에 사용되는 He 냉각제는 H2, H2O, CO, CO2 와 CH4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
고 있다. 따라서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초고온 가스 냉각로의 열교환기 및 고
온배관용 재료의 선정이 중요하다. 니켈기 초내열합금 중 Inconel 617은 고용강화합
금으로써 고온에서 강도, 크립 저항성, 산화 저항성이 우수하여, 초고온 가스 냉각
로의 열교환기 및 고온배관용재료의 후보재로서 적합하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경년열화에 의해 기계적 특성저하를 야
기한다. 특히, 외부산화층 아래 형성되는 Cr 고갈 영역과 탈탄 영역은 기계적 특성
저하에 기여하며, 결국 이 재료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Inconel 617의
가공성은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특성중 하나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o

Inconel 617의 열화 온도에 따른 고온산화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900 C, 950 C,
o

o

1000 C 와 1050 C에서 대기 분위기와 He분위기하에서 열화시험을 수행하였다. 열화
온도에 따른 고온산화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면산화층의 상 분석, 내부산화층의
깊이, Cr 고갈영역과 탈탄영역을 평가하였다. 또한 열화온도와 시간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Inconel 617의 가공성 평가를 위해 냉간압연을 수행하였으
며, 냉간 압연이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 I -

o

o

o

o

Inconel 617의 산화거동은 900 C, 950 C 1000 C와 1050 C에서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하에서 고온열화에 의해 연구되어졌다. 고온 산화로부터 외부산화층은
Cr2O3가 주된 상으로 형성되었으며, 내부산화층은 외부산화층 아래 입계를 따라 형
성되었으며 Al2O3로 확인되었다. 대기분위기와 He분위기모두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열화 온도와 시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였다. 대기분위기에서 형성된 내부산화층의
o

깊이는 He 분위기에서 형성된 깊이보다 깊이 형성되었다. 또한, 1000 C의 대기분위
o

기에서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1050 C의 He 분위기에서의 내부산화층의 깊이보다 깊
o

이 형성되었다. 1000 C 이하의 온도에서 형성된 탈탄영역은 대기분위기와 He분위기
o

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050 C에서 열화된 시편의 경우 대기분
위기에서 탈탄영역이 He분위기에서 탈탄영역보다 깊이 형성되었다. 이는 대기분위
기와 He분위기의 산소분압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Inconel 617의 탄화물은 M23C6와 미량의 M6C 탄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M23C6 탄
화물은 냉간압연 하는 동안 전위에 의해 carbon의 trap에 의해 분해되어 진다. 또한
불안정해진 M23C6 탄화물은 기지의 Mo의 고용에 의해 M6C 탄화물로 상변화가 일
어난 것을 확인 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열화온도와 시간에 따른 Inconel 617의 고온산화거동을 평가하였으며, 냉간압연
을 통해 가공성 평가 및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고온용 재료의
기초데이터로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 다른 재료특성들과 함께 수소
생산용 고온가스로 설계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열재료에 대한 고온 산화거동 및 조직 안정성 평가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의 에너
지원인 수소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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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carburization behavior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Inconel 617 during high
temperature oxidation in He environmen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mong Generation IV reactor concepts,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HTGRs) are high-efficiency systems designed for the economical production of
hydrogen and electricity. Intermediate heat exchangers (IHX) and hot gas ducts
(HGD) in HTGRs are commonly operated at pressure greater than 8 MPa and
o

temperatures higher than 950 C. Further, the He coolant used in HTGRs
contains some impurities such as H2, H2O, CO, CO2 and CH4. Thus, to select the
candidate of tube material for the IHX and HGD is very important. Inconel 617
is a solid-solution strengthening Ni-based superalloy that shows excellent
strength, creep-rupture strength, and oxidation resistance at high temperatures
[1-2]. Thus, it is a desirable candidate for tube material of IHX and HGD in
HTGRs [3-4]. In spite of these excellent properties, degradation during long time
exposure at high temperature was induced the decreasing mechancial properties
of Inconel 617. Especially, Cr-depleted zone and carbide free zone formed below
external oxide layer caused decreasing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lifetime of
Inconel 617. Machinability of Inconel 617 was an important property for system
desig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work, the oxidation and decarburization behavior of Inconel 617 alloy
o

o

o

o

was studied by exposure at 900 C, 950 C, 1000 C and 105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The high temperature oxidation behavior was evaluated by phase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depth of internal oxide and carbide free zone.
Also, mechanical properties during aging temperature and exposure tim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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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by advanced indentation system. Machinability of Inconel 617 was
investigated by cold rolling and then microstructure change of Inconel 617 was
evaluated after cold rolling.

Ⅳ. Result of Project
In this work, the oxidation behavior of Inconel 617 alloy was studied by
o

o

o

o

exposure at 900 C, 950 C, 1000 C and 105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By
high temperature oxidation, external oxide consisted of Cr2O3 and small amount
of TiO2. The internal oxide was observed just below the external oxide layer
and was distributed on the grain boundaries. The internal oxide was confirmed
as Al2O3. Both air and He environment, depth of internal oxide increased with
increasing aging temperature and exposure time. The internal oxide formed by
exposure to air was deeper than that formed by exposure to He. Also, depth of
o

internal oxide in air environment at 1000 C was slightly deeper than that in He
o

o

environment at 1050 C. The carbide free zone at temperature below 1000 C was
not greatly difference both air and He environment. However, the carbide free
o

zone of air environment at 1050 C was deeper than that in He environment. It is
consider that air and He environment is different of oxygen partial pressure.
Carbide in Inconel 617 mostly consisted of M23C6 carbide and a small amount of
M6C carbide.

The M23C6 carbide was dissolved due to carbon trap by generated

dislocation during sever plastic deformation. Also, it is suggested that the M23C6
carbide becomes unstable due to the depletion of carbon. Unstable M23C6 carbide
was transformed to M6C carbide by the supply of molybdenum from the matrix
during cold rolling.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Oxidation behavior of Inconel 617 at various aging temperature and exposure
time was investigated. Also, machinability of Inconel 617 was investigated by
cold rolling and then microstructure change of Inconel 617 was evaluated after
cold rolling. This data would be used for basic database of high temperature
material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blueprint of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for hydrogen production. Also, it is expected to establish the
evaluation technique for high temperature oxidation behavior and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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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of heat-resistance materials for sufficient supply of hydrogen which is
the next generation energy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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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미래의 수소에너지 중심사회의 구현에 필요한 효율적인 수소의 생산기술을 필요
로 하며,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제조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체에너지를 통한 수소제조로 진정한 수소경제로의 진입을 확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소에너지 제조원으로는 천연가스, LPG,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 더불어 풍력, 태양광 등의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 물
그리고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소에너지 제조기술로는 화석연료의 수
증기개질, 부분산화, 자열 반응, 열분해, 플라즈마 개질 등과 더불어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물 전기분해, 광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수소제조방법이 있으며 원자력에너지
를 활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열화학적 방법에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시스템으로써 초고온 가스냉각로는 수소와 전기의 경제
적 생산을 위해 설계된 고효율의 시스템이다. 초고온 가스 냉각로의 열교환기 및
o

고온배관용 재료는 950 C이상의 온도와 8 MPa의 압력하에서 사용되어 진다. 또한
초고온 가스 냉각로에 사용되는 He 냉각제는 H2, H2O, CO, CO2 와 CH4 등의 불순
물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초고온 가스 냉각로의 열교
환기 및 고온배관용 재료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후보재료로써 초내열 합금은
크게 Ni기, Fe기와 Co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금
은 Ni기 초내열합금이다. 이 합금은 Ni에 Cr, Al, Ti, W, Mo, Ta, Zr, B와 C 등 10
여종에 달하는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우수한 고온 내식성과 고온 내산화성 뿐만 아
니라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공성 및 용접성 등이 여타 합금에 비해 우수하
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온도도 지금까지의 어느 금속재
료보다도 높아 900∼1000℃의 가동온도를 가지는 배관용 재료에 적합하다. 니켈기
초내열합금 중 Inconel 617은 고용강화합금으로써 고온에서 강도, 크립 저항성, 산
화 저항성이 우수하여, 초고온 가스 냉각로의 열교환기 및 고온배관용재료의 후보
재료로서 적합하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경년열화에 의해 기계적 특성저하를 야기한다. 특히, 외부산화층 아래 형성되
는 Cr 고갈 영역과 탈탄 영역은 기계적 특성 저하에 기여하며, 결국 이 재료의 수
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Inconel 617의 가공성은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중요
한 특성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화온도와 분위기에 따른 Cr 고갈 및
탈탄 거동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Inconel 617의 가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냉간
압연을 수행하였으며, 냉간 압연이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초내열합금은 원자력 발전설비의 열교환기용 재료를 비롯하여 발전용 가스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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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엔진, 화학공장용 튜브 및 파이프재료 등 고온 기계강도 및 고온 내식성을 요
구하는 각종 부품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원자력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배
관용 재료의 경우에도 900∼1000℃의 높은 가동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기계적 물성
및 조직 안정성 평가에 의한 합금선정이 중요한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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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고온가스로 개발과 관련한 외국의 연구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미래 대체 에
너지가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서, 국가적인 수소제조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Hydrogen, Fuel Cells & Infrastructure Technology Program의 일부분과
Fossil Energy Program의 일부), 기술 개발 목표는 자국내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저가, 고효율의 수소제조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이다. 2004년 수소제조분야 총예산은 3천 8백만 달러로 석탄원료 수소($5백만),
원자력수소($4백만), 천연가스원료 수소(&12백만), 대체에너지 이용수소($17백만)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3단계 WE-NET Program (World Energy
Network)의 일부로 2004년부터 수소제조기술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Japan
Hydrogen and Fuel Cell Demo Program 등으로 18기의 수소 충진 스테이션이
설치 및 운전 중 이다. 유럽의 경우 각국이 독자적 또는 연합(Framework
Program)으로 수소제조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데모프로그램으로 10대의 연료
전지버스의 수소충진 스테이션을 설치운전 운전 중 이다.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
부는 국가 중점연구 개발 사업으로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기술 개발 사업을
2 국내년부터 뀳년간 수행하였으며(10억원뀯년), 후속으로 2 국3년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 사업단 (21세가 프론티어 사업, . 국억원뀯년)이 출범하였
다. 주요내용은 천연가스 이용 수소충진 스테이션 기술과 자연 에너지 이용 수소
제조기술(생물학적 수소제조, 광학적 수소제조, 열역학적 수소제조, 저온뀯고온형
수전해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2004년

연료전지버 스의시스템 개

발 사업이 총 .6년으로 차세대 고온 연로 및 열 독적 수소제조 기술개발을 내
용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산업 자원부는 199뀲년부터 대체
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과 2004년 수소연
료전지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기술 개발과 보급을 병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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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개 요
Ni 기 초내열합금은 원자력 발전설비의 열교환기용 재료를 비롯한 발전용 가스
터빈, 제트엔진, 화학공장용 튜브 및 파이프재료 등 고온 기계강도 및 내식성을 요
구하는 각종 부품재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Inconel 617은 수소생산용 초고온
가스 냉각로 (HTGR)의 열교환기(IHX)등의 고온배관용 재료에 사용이 가능한 후보
재료로 알려져 있다 [1-2]. 이는 니켈 기지상에 Cr, Mo, W등의 첨가물에 의한 고용
강화된 단일 오스테나이트 결정구조를 가지며, 고온에서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
고, 동시에 크립 저항성과 내 부식성 및 내산화성이 우수하다 [3-4]. 열교환기 등의
o

고온 배관용 재료는 950 C 이상의 고온과 약 8 M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가동된다.
이는 고온에서 장시간 노출이나 반복적인 열적 이력을 겪음으로 인해 미세조직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영향들은 합금의 고온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재료의 내구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 한다 [5-8]. 재료의 내구한도
는 산화피막의 두께, 결함의 유무, 합금의 상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열화에 따
른 재료의 미세구조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Ni 기 초내열합금의 경우 고온 열화가 재료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기 위해 산화거동 및 미세조직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9-14].
본 연구에서는 Inconel 617의 열화온도에 따른 고온산화거동과 탈탄거동을 평가
o

o

o

o

하기 위하여 900 C, 950 C, 1000 C와 1050 C에서 열화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생산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Inconel 617의 가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냉간압연을 수행
하였으며,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제 2 절 실험방법
1. 고온산화거동 및 탈탄거동
o

열화온도와 분위기에 따른 고온산화거동 및 탈탄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900 C,
o

o

o

950 C, 1000 C와 1050 C의 온도의 대기 분위기와 He분위기하에서 고온열화실험을
수행하였다. 고온 열화에 따른 미세구조 관찰을 위해 H2O(25㎖) + HCl(20㎖) +
NH4Cl(20㎖) + H2O2(10㎖)의 용액에 10∼30초 동안 화학 에칭을 실시하였다.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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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에 따른 고온산화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으
며, 외부산화층과 내부 산화층의 성분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EPMA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고온열화에 의해 형성된 탈탄영역을
평가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2. 고온열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평가
o

o

o

열화 온도와 분위기에 따른 재료의 기계적 특성평가는 900 C, 950 C 1000 C,
o

1050 C의 온도의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하에서 열화 후 Advanced indent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Advanced indentation 기법은 기존의 경도 시험법
을 개선하여 압입시험 중의 실 하중과 압입자의 침투변위를 초기자료로 하여, 여러
가지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압입자는 500 ㎛ 지름의
구형을 사용하였으며, 하중인가속도는 300 ㎛/min로 수행하였다. 최대 변위 제어는
150 ㎛로써 총 15번의 반복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여 항복강도를 계산하였다.

3. 냉간압연
냉간 압연시편은 50mm ｘ 30 mm ｘ 10mm의 크기로 제작 하였으며, 압연 장
비를 통하여 두께 감소율 기준으로 10%∼50% 범위로 실시하였다. 냉간압연에 의한
탄화물의 변화를 BSE image를 통해 관찰하였으며, 탄화물의 분율 변화를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냉간압연에 의한 기지와 탄화물의 성분변화
를 EDS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XRD 분석을 통한 기지의 lattice parameter의 변화
를 평가하였다. 냉간압연 후 탄화물의 상 분석을 위하여 TEM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고온산화거동 및 탈탄거동
가. 고온산화거동
o

그림 1과 2는 1050 C의 고온의 대기 분위기와 He분위기하에서 2000시간 까지
열화한 시편의 표면산화층의 단면사진이다.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모두 표면산화
층은 크게 외부산화층과 내부산화층으로 구분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18].
열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분위기에서 공급되는 산소에 의해 외부산화층의 두
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기분위기하에서 2000 시간 열화 후 외부산
화층의 두께 증가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외부산화층의 성장에 따른 기지와
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한 thermal stress에 의해 발생되는 압축응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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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가 산화층의 두께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He분위기 하
에서도 관찰되어지며, 외부산화층은 2000시간 열화 후 대기 분위기 보다 두꺼운 외
부산화층을 나타내었다. 이는 박리주기가 대기분위기와 He분위기에 차이에 의한 결
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 산화층의 깊이는 열화시간이 증가와 함께 입계를 따라
증가 하였으며, 이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대기분위기 하에서의 내부산화층의 깊이
는 He 분위기 보다 더욱 깊이 형성되었다.

o

Fig. 1.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at 1050 C for (a)1000 h and
(b)2000 h (BSE image) in air environment.

o

Fig. 2.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at 1050 C for (a)1000 h and
(b)2000 h (BSE image) in 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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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ig. 3. The changes of internal oxide during aging at 105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o

1050 C의 고온의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하에서 열화한 시편의 표면산화층의
성분 분포를 평가하기 위하여 EPMA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4와 5에
o

나타내었다. 1050 C에서 열화한 시편의 표면산화층은 대기 분위기와 He분위기 모두
외부산화층은 Cr-oxide가 주도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내부산화층은 Al-oxide가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온과 높은 산소분압에서
외부산화층인 Cr2O3은 CrO3로 휘발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19-20],
외부 산화층인 Cr2O3층의 두께 증가로 인한 박리 현상으로 생긴 Cr2O3 층의 손실에
의해 외부산화층의 두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외부산화층
의 박리와 CrO3로의 휘발에 의한 두께 감소로 인해 산화층의 두께로는 산화의 정도
를 평가하기 어려움이 있다.
외부산화층인 Cr2O3의 형성으로 인해 산화층 바로 아래에서 기지 방향으로 Cr
고갈 영역이 형성되어 진다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의 정도를 Cr 고갈영역
으로 평가하였으며,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에서 2000시간 동안 열화 된 시편의 Cr
고갈영역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Cr 고갈영역은 EPMA-Line scan을 이용하여 깊
이 방향으로의 Cr의 농도분포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 결과 Cr 고갈영역은 He 분위
기 보다 높은 산소분압을 가지는 대기분위기에서 더욱 깊이 형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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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PMA mapping images of surface oxide on Inconel 617 about (a) Cr, (b)
o

Ti, (c) Al, (d) Ni, (e) Co and (f) Mo after aging at 1050 C for 2000 h in air.

Fig. 5. EPMA mapping images of surface oxide on Inconel 617 about (a) Cr, (b)
Ti, (c) Al, (d) Ni, (e) Co and (f) Mo after aging at 1050oC for 2000 h in He.

o

Fig. 6. The concentration profiles of Cr element after aging at 1050 C for 2000 h
in air and H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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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nconel 617의 주된 탄화물은 Cr-rich 탄화물(M23C6-Cr21Mo2C6)로 입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러한 탄화물은 외부산화층의 형성으
로 인해 기지의 Cr의 고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입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던
Cr-rich 탄화물은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 7은 입계에 형성된 탄화
물의 탈탄 영역을 나타내었다. 탄화물의 탈탄 영역은 열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깊
이 방향으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또한 대
기분이기 하에서의 탈탄 영역은 He 분위기보다 더욱 깊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앞선
Cr고갈 영역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탈탄영역은 Cr 고갈영역보다
조금 짧은 깊이의 영역에서 형성되어 졌다. 결국 대기분위기의 높은 산소분압으로
인한 빠른 산화속도는 외부산화를 촉진 시키며, 이로 인해 Cr 고갈영역은 더욱 깊
어지고 탈탄영역은 Cr 고갈영역에 비례하여 깊이방향으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주
는 것으로 판단된다.

o

Fig. 7.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at 1050 C for 240 h in air
environment.

o

Fig. 8. The changes of carbide free zone during aging at 105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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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림 9와 10는 1000 C의 고온의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하에서 480시간 까지
열화한 시편의 표면산화층의 단면사진이다. 고온 열화에 의한 표면산화층은 외부
산화층과 내부산화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대기분위기와 He 분
위기 모두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깊이 방향으로 입계를 따라 증가하였으며,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480 시간 열화 후 대기분위기의 경우 약 47 ㎛로 형성되었
으며, He 분위기의 경우 39 ㎛로 형성되었다.

Fig. 9.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air environment at 1000oC for
(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o

Fig. 10.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He environment at 1000 C
for (a)24 h,(b)72 h,(c)120 h, (d)240 h and (e)48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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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ig. 11. The changes of internal oxide during aging at 100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o

그림 12와 13는 950 C의 고온의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하에서 480시간 까지
열화한 시편의 표면산화층의 단면사진이다. 고온 열화에 의한 표면산화층은 외부
산화층과 내부산화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대기분위기와 He 분
위기 모두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깊이 방향으로 입계를 따라 증가하였으며,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480 시간 열화 후 대기분위기의 경우 약 36 ㎛로 형성되었
으며, He 분위기의 경우 33 ㎛로 형성되었다.

o

Fig. 12.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air environment at 950 C for
(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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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He environment at 950oC for
(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o

Fig. 14. The changes of internal oxide during aging at 95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o

그림 15와 16은 900 C의 고온의 대기 분위기와 He분위기하에서 480시간까지 열
화한 시편의 표면산화층의 단면사진이다. 고온 열화에 의한 표면산화층은 외부산화
층과 내부산화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모두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깊이 방향으로 입계를 따라 증가하였으며,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480 시간 열화 후 대기분위기의 경우 약 30 ㎛로 형성되었으며,
He 분위기의 경우 24 ㎛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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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air environment at 900oC for
(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o

Fig. 16.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He environment at 900 C for
(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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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ig. 17. The changes of internal oxide during aging at 90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그림 18은 열화온도와 분위기에 따른 내부 산화층의 깊이 변화를 나타내었다.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모두 열화 온도의 증가에 따라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증가
o

하였다. 1000 C에서 대기분위기하에서 열화 된 시편의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오히려
o

1050 C에서 He 분위기하에서 열화 된 시편의 내부산화층의 깊이 보다 약간 더 깊
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He 분위기 보다 대기분위기에서 보다 높은 산소 분압에 의한 빠른 산화속도에 의
한 결과로 판단되어 진다.

Fig. 18. The changes of internal oxide during aging at various temperatures in
(a) air and (b) H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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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 changes of internal oxide during aging at various temperatures in
air and He environments.

나. 탈탄거동
Inconel 617의 주된 탄화물은 Cr-rich 탄화물과 미량의 Mo-rich 탄화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탄화물은 Ni 기지에 과 고용된 합금원소들
o

o

이 냉각시 입내와 입계에 나타난다. Cr-rich 탄화물은 760 C∼980 C의 온도구간에
서 (Ti,Mo)C + (Ni, Cr, Al, Ti) → Cr21Mo2C6 + Ni3(Al,Ti)과 같은 화학반응식에 의
o

o

해 형성되어 진다. 또한 Mo-rich 탄화물은 815 C∼980 C의 온도구간에서 (Ti,Mo)C
+ (Ni, Co, Al, Ti) → Mo3(Ni,Co)3C + Ni3(Al,Ti)과 같은 반응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7]. Inconel 617은 고온 열화에 의해 외부산화층인 Cr2O3를
형성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Cr2O3는 외부산화층 아래 Cr 고갈영역을 형성시키며, 열
화시간의 증가에 따라 기지 방향으로 더욱 더 깊이 형성되어 진다. 외부산화층 아
래의 형성된 Cr 고갈영역에 존재하는 탄화물들은 주된 구성 성분인 Cr의 고갈로
인해 입계를 따라 형성된 탄화물들은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 할 것이며, 결국 기지
o

내로 분해될 것이다. 그림 20은 1000 C에서 240시간 동안 열화 된 시편의 미세조직
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산화층 바로 아래에는 입계를 따라 형성된 탄화물들이 관찰
되지 않는다. 반면 기지 방향으로 갈수록 미세한 탈화물이 관찰되기 시작하며, 입계
를 따라 형성된 탄화물이 관찰되어 지는 영역에서는 입내에 침상형의 탄화물이 관
찰되어 진다. 침상형의 탄화물은 열화 전 Inconel 617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형태의
탄화물로써, 고온 열화 시 탄화물의 분해과정 중 냉각에 의해 형성된 탄화물로 판
o

o

o

단된다. 이러한 형태의 탄화물은 900 C, 950 C와 1050 C에서도 나타났다. 침상형의
탄화물의 EDS 분석결과 M23C6와 M6C 탄화물에 비해 높은 함량의 Ti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Cr과 Mo의 함량은 비교적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온열화에
의한 기지내의 Cr의 고갈로 탄화물에서의 Cr이 기지내로 고용됨으로써, 비교적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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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량이 많은 탄화물이 열화 후 냉각 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0. Morphologies

of carbide free zone and EDS analysis of carbide

after

o

aging at 1000 C for 240 h in air.
o

그림 21과 22는 1000 C의 고온의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하에서 480시간 까지
열화한 시편의 탈탄영역을 나타내었다. 대기분위기와 He분위기 모두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탈탄영역의 깊이는 증가하였으며,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탈탄영역의
깊이는 480시간 열화 후 대기분위기의 경우 약 142 ㎛로 형성되었으며, He 분위기
의 경우 138 ㎛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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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ig. 21.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air environment at 1000 C
for (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Fig. 22.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He environment at
1000oCfor(a)24h,(b)72h,(c)120and(d)240hand(e)480h.

o

Fig. 23. The changes of carbide free zone during aging at 100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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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림 24와 25는 950 C의 고온의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하에서 480시간 까지
열화한 시편의 탈탄영역을 나타내었다. 대기분위기와 He분위기 모두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탈탄영역의 깊이는 증가하였으며,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탈탄영역의
깊이는 480시간 열화 후 대기분위기의 경우 약 73 ㎛로 형성되었으며, He 분위기의
경우 71 ㎛로 형성되었다.

Fig. 24.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air environment at 950oC for
(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o

Fig. 25.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He environment at 950 C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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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o

Fig. 26. The changes of carbide free zone during aging at 95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o

그림 27과 28는 900 C의 고온의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하에서 480시간 까지
열화한 시편의 탈탄영역을 나타내었다. 대기분위기와 He분위기 모두 열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탈탄영역의 깊이는 증가하였으며, 그림 29에 나타내었다. 탈탄영역의
깊이는 480시간 열화 후 대기분위기의 경우 약 49 ㎛로 형성되었으며, He 분위기의
경우 44 ㎛로 형성되었다.

o

Fig. 27.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air environment at 900 C for
(a)24 h, (b)72 h, (c)120 h, (d)240 h and (e)48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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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Morphologies of Inconel 617 after aging in He environment at 900oC for
(a)24 h,(b)72 h,(c)120 h, (d)240 h and (e)480 h.

o

Fig. 29. The changes of carbide free zone during aging at 900 C in air and He
environments.

그림 30은 열화온도와 분위기에 따른 탈탄영역의 깊이 변화를 나타내었다. 대기
분위기와 He 분위기 모두 열화 온도의 증가에 따라 탈탄영역의 깊이는 증가하였다.
o

o

반면, 열화 분위기에 따른 탈탄영역의 깊이는 900 C∼1000 C의 온도 범위에서는 비
o

슷한 깊이로 형성되었으나, 1050 C의 경우 대기분위기 하에서의 탈탄영역이 He분위
기에서의 탈탄영역 보다 더욱 깊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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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The changes of carbide free zone during aging at various temperatures
in (a) air and (b) He environments.

Fig. 31. The changes of carbide free zone during aging at various temperatures
in air and He environments.

2. 기계적 특성
일반적으로 압입하중의 연속적인 증가에 따른 재료의 변형양상을 살펴보면,
Vickers 압입자의 경우 압입 시 모든 하중에서 재료의 일정한 변형률을 나타내고,
평균압력(하중/면적)이 일정한데 비해서 구형 압입자는 하중의 증가에 따라 평균압
력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구형 압입자를 이용하면 재료의
변형양상 및 재료 내부의 응력장 해석을 통해 평균 압력으로부터 인장물성을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압입시험을 통해 항복강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구형 압입시험에
서 평가된 유동곡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압입시험 결과를 Meyer 식으로 나
타냄으로써 구해진 상수 M과 일축 인장시험에서 얻어지는 상수 β를 이용하여 항복
강도 σy를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σy = β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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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은 압입시험 후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그래프 이며, 이 그래프에서 얻어지는
결과로부터 항복강도를 결정하게 된다.

Fig. 32. Load-displacement curve of advanced indentation system.

열화온도와 시간에 따른 항복강도는 그림 33에 나타내었으며 대기분위기와 He 분
위기 모두 열화 온도의 증가에 따라 항복강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열화시간에 따른 항복강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3. The changes of carbide free zone during aging at various temperatures
in (a) air and (b) He environments.

3. 냉간압연 및 미세조직
Inconel 617을 50% 까지 냉간압연을 수행하였으며, 압하율이 증가할수록 결정립
이 압연방향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하율이 증가함에 따라 aspect
ration은 증가 하였으며, 50% 냉간압연 후 약 6정도의 값을 갖는다. 냉간 압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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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하율의 증가는 aspect ration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재료 내부에 변형율 에
너지가 감소되지 않고서는 구조재료로서 사용이 어렵다. 결국 냉간 압연 양이 증가
할수록 변형에 필요한 응력이 증가하게 되어, 초기에 압연하지 않은 시편의 비커스
경도 값은 대략 210 Hv을 나타냈으며, 50% 까지 냉간 압연한 시편은 대략 450 Hv
의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냉간압연에 의한 탄화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as-received Inconel 617
(AR617)과 50% cold-rolled Inconel 617 (CR617) 시편의 단면 BSE image을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그림 34 (a)는 AR617에서의 탄화물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약 4㎛ 크기의 구형의 탄화물들이 국부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R617에 존재하는 탄화물은 EDS 분석으로부터 Cr-rich 탄화물로 확인 되었으며
M23C6 탄화물로 판단된다. 50% 냉간압연 후 변화된 미세조직을 Fig. 34 (f)에 나타
내었다. 50% 냉간압연에 의해 결정립들은 압연방향을 따라 늘러났으며, aspect
ratio는 약 1.67 에서 6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냉간압연 중
작용하는 전단응력에 의해 변형과 파괴가 일어난 탄화물들은 연신된 입계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50% 냉간압연 후 밝게 보이는 탄화물의 분율이 증
가하였다. 이는 어둡게 보이는 Cr-rich 탄화물 보다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냉간압연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탄화물은 EDS 분석결과 Mo-rich
탄화물로 확인되었으며 M6C 탄화물로 판단된다.

Fig. 34. BSE images of the (a) as-received Inconel 617 and (b) 50% cold-rolled
Inconel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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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617의 Cr-rich 탄화물과 Mo-rich 탄화물의 상 분석을 위하여 TE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Bright-field image에 나타낸 (a)는
EDS 결과 Cr-rich 탄화물(78.42at.%Cr, 2.86at.%Co, 6.22at.%Ni and 12.49at.%Mo)
로

확인되어

졌으며,

(b)의

경우

Mo-rich

탄화물(19.62at.%Cr,

11.54at.%Co,

21.89at.%Ni and 46.96at.%Mo)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확인된 두 탄화물의 SADP와
HR image을 통하여 d-spacing을 계산하였다. 그림 35(a)에 나타내어진 Cr-rich 탄
화물의 [110] zone axis(fcc)에서의 lattice fringe로 부터 계산된 d-spacing은 0.5348
nm이다. 또한 그림 39(b)의 Mo-rich carbide의 [210] zone axis(fcc)의 lattice fringe
로 부터 계산된 d-spacing은 0.5607 nm이다. TEM 분석으로부터 계산된 d-spacing
으로부터 Cr-rich 탄화물과 Mo-rich 탄화물의 lattice parameter은 각각1.0696 nm
(M23C6 carbide)와 1.1213 nm (M6C carbide)로 계산되었으며, 여러 문헌에서 보고된
M23C6 탄화물과 M6C 탄화물의 lattice parameter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었다
[21-22].

Fig. 35. TEM analyses of (a) the M23C6 carbide and (b)the M6C carbide in 50%
cold-rolled Inconel 617.

그림 36에서는 냉간압연에 따른 XR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냉간압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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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617의 주 피크인 (111) 면은 50% 냉간 압연 후 (220) 면으로 집합조직을 형성하
였다. 또한, 냉간 압연에 의한 (220) peak의 broadening이 일어났으며, 이로 부터 냉
간압연에 의해 internal microstrain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50% 냉간압연을 하
는 동안 전단변형에 의해 형성되는 defect와 dislocation의 축척에 의해 증가된
2

1/2

internal microstrains은 <ε > ≈0.19의 높은 수준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50% 냉
간압연에 의한 (220) peak의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lattice parameter는 AR617
보다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Pure Ni 보다 AR617의 경우 alloying element의
고용에 의한 lattice parameter는 3.523 ㎚ (pure Ni) 에서 3.6034 ㎚ (AR617)로 증
가하였다. 반면에 50% 냉간압연에 의한 lattice parameter은 3.6034 ㎚ (AR617)에
비해 3.58826 ㎚ (CR617)로 감소하였다. 이는 matrix에 고용된 alloying element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AR617과 CR617의 기지의 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50% 냉간압연에 의해 matrix에 존재하는 Mo과 Ni의 함량은 감소하였으며
Cr과 Co의 함량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lattice parameter의 감소는 Cr과 Co의 원자
반경 보다 더 큰 Mo와 Ni의 함량의 감소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Fig. 36. XRD patterns of the as-received Inconel 617 and the 50% cold-rolled
Inconel 617.

Table 1. Changes of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matrix of Inconel 617 after
50% cold roll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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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hanges in the volume fractions of the M23C6 and M6C carbides due to
cold rolling.

그림 37는 냉간압연에 따른 M23C6와 M6C 탄화물의 면적 분율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냉간압연에 따른 M23C6 탄화물의 면적 분율은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M6C 탄
화물의 면적 분율이 증가하였다. 보고된 문헌에 따르면, sever plastic deformation
으로부터

시멘타이트의

dissolution이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23-26].

탄화물의

dissolution은 전단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에 의해 높은 수준의 microstrain이 기
지 내에 존재하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위와 carbon의 상호작용에 의해 탄화물
내의 carbon을 trap함으로써 metastable한 상태를 야기하고 결국 dissolution이 됨을
보고하였다. CR617의 경우 냉간 압연 하는 동안 전단 응력에 의해 matrix-carbide
interface에 전위가 발생하고 pile-up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앞선
XRD 결과를 통해 50% 냉간 압연 후 Inconel 617의 기지 내부에는 약 0.19의 높은
microstrain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높은 밀도의 전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pile-up된 전위에 의해 탄화물은 변형과 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에너지적으로 높은 pile-up된 전위는 탄화물의 carbon과 상호작용에 의해
carbon을 trap함으로써 carbide을 unstable 한 상태로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M23C6는 carbon의 trap에 의해 분해되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23C6 탄화물
은 M6C 탄화물로 상 변화을 위해서는 Mo의 고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외부로부터
Mo고용이 없이는 M6C 탄화물로 상 변화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M23C6 탄화물에서
M6C 탄화물로 상변화에 필요한 Mo는 matrix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선
EPMA 결과에서 확인 하였듯이 CR617의 경우 AR617에 비해 기지 내에 존재하는
Mo의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자반경이 큰 Mo의 고갈에 의해 lattice
parameter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50% 냉간압연하는 동안 matrix에 함유된
Mo의 감소된 양은 pile-up된 전위에 의해 unstable M23C6 탄화물에 보다 쉽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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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M6C 탄화물로 상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
으로 냉간압연에 의한 압력의 효과만으로도 M23C6 탄화물은 M6C 탄화물로 상변화
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결론
고온열화에 의해 형성된 표면산화층은 외부산화층인 Cr2O3와 내부산화층인
Al2O3로 형성되었다. 외부산화층은 열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두께 증가로 인한 박
리와 CrO3로 휘발에 의해 두께 감소가 일어났다. 또한 외부산화층인 Cr2O3는 산화
층 아래 Cr 고갈영역을 형성하며 열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Cr 고갈영역은 증가하
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입계를 따라 형성된 내부산화층은 열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깊이 방향으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주었으며,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모두
o

열화 온도의 증가에 따라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1000 C에서 대
o

기분위기하에서 열화 된 시편의 내부산화층의 깊이는 오히려 1050 C에서 He 분위
기하에서 열화 된 시편의 내부산화층의 깊이 보다 약간 더 깊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He 분위기 보다 대기분위기에서 보다 높은 산소 분
압에 의한 빠른 산화속도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어 진다. 또한 고온열화에 의해 형
성된 Cr2O3은 Cr 고갈영역을 형성하며, 이는 탈탄영역의 형성에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분위기와 He 분위기 모두 열화 온도의 증가에 따라 탈탄영역의 깊이
o

o

는 증가하였다. 반면, 열화 분위기에 따른 탈탄영역의 깊이는 900 C∼1000 C의 온도
o

범위에서는 비슷한 깊이로 형성되었으나, 1050 C의 경우 대기분위기 하에서의 탈탄
영역이 He분위기에서의 탈탄영역 보다 더욱 깊이 형성되었다.
Inconel 617은 주된 탄화물은 M23C6와 미량의 M6C 탄화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러한 탄화물은 냉간압연 중 탄화물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50% 냉간압연에 의해
M23C6 탄화물의 분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M6C 탄화물의 분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냉간압연 중 발생하는 dislocation은 M23C6 탄화물의 carbon
을 trap 함으로써 dissolution을 야기하며, 50% 냉간압연하는 동안 matrix에 함유된
Mo은 unstable M23C6 탄화물에 보다 쉽게 고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M6C 탄화
물로 상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냉간압연에 의한 압력의 효과
만으로도 M23C6 탄화물은 M6C 탄화물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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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o

o

Inconel 617의 열화 온도에 따른 고온산화거동에 대해 900 C∼1050 C에서 평가
를 완료하였다. 또한 열화 분위기에 따른 산화거동이 평가되어 졌다. 열화온도와 분
위기에 따른 표면 산화층의 상 분석이 되었으며, 외부산화에 의한 Cr 고갈영역과
탈탄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되어졌고, 열화온도와 분위기에 따른 내부 산
화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되어졌다. 또한 열화온도와 시간에 따른 기계적 특
성을 평가되어 졌다. 또한 Inconel 617의 가공성 평가를 위해 냉간압연을 수행하였
으며, 냉간압연이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되었다.
열화온도와 시간에 따른 Inconel 617의 고온산화거동, 탈탄거동 및 가공성 평가
를

통해, 고온용 재료의 기초데이터로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 다른

재료특성들과 함께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설계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열재료에 대한 고온 산화거동 및 조직 안정성 평가기술 확보를
통해 미래의 에너지원인 수소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연구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목표 달성도
(%)

Inconel 617의 고온열화에
따른 탈탄거동평가

-고온열화에 따른 표면산화특성평가
-고온열화에 따른 탈탄거동평가

100

Inconel 617의 결정립 미세
화에 따른 탄화물 분석

-냉간압연에 의한 가공성 평가
-탄화물의 상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

100

Inconel 617의 고온열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평가

Advanced indentation system
-열화 온도에 따른 항복강도 측정
-열화 분위기에 따른 항복강도 측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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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최근 들어 많은 장치 산업들이 생산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가동온도의 상승을 시도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기계적 특성 및 내산화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Inconel 617의 고온산화거동 및 탈탄거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스템 설계시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Inconel 617의 가공성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온 기계적 특성 및 내산화 특성을 요하는 고온 가스 냉각로
의 가동시 안정성 확보와 설계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보다 우수한 고온 기계적 특성 및 내산화 특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본 연구의
평가 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보다 향상된 연구 결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평가 기술로써 활용될 것이다. 특히 원자로에 사용되는 재료는 안정성 확보
가 어느 재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수소 생산용 초고온 가스로의 열교환기용 및
배관용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SME draft code가 완성되어야 한다. 현재
Inconel 617의 경우 ASME draft code가 미흡한 상태이며, effect of aging,
environment, temperature등의 ASME draft code 작성에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Inconel 617 내열재료에 대한 기계적 물성, 가공성 및 고온 내산화
특성 평가를 통해 배관용 재료에 적합한 합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 사
용될 것이며,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 설계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를 통
해 우수한 고온특성을 가지는 배관재료의 선택에 따른 고온 가스 냉각로의 가동률
향상 및 그에 따른 수소의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
의 직접 생산을 통한 에너지 수입의 감소와 선진 기술 확보에 따른 에너지 수입의
대체가 기대된다. 또한 가격안정성이 뛰어난 원자력연료 이용으로 안정적인 경제발
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9 -

제 6 장 참고문헌

[1] R. K. Nanstad, D. A. McClintock, D. T. Hoelzer, L. Tan, T. R. Allen, J.
Nucl. Mater. 392 (2009) 331.
[2] S. Rahman, G. Priyadarshan, K. S. Raja, C. Nesbitt and M. Misra, Mater.
Lett. 62(15) (2008) 2263.
[3] T. H. Bassford and J. C. Hosier, Nucl. Tech. 66 (1984) 35.
[4] S. Kihara, J. B. Newkirk, A. Ohtomo and Y. Saiga, Metall. Trans. A 11A
(1980) 1019.
[5] N. S. Cheruvu, Metall. Trans., 20A, 87 (1989).
6) Z. Qu and K. H. Kuo, Metall. Trans., 12A, 1333 (1981).
[7] F. Schubert, Udo Bruch, R. Cook, H. Diehi, Philip J. Ennis, W. Jakobeit, H.
J. Penkalla, Nuclear Technology, 66, 227 (1984).
[8] M. Yamashita, U. K. Viswanathan, I. Yamamoto and T. Kobayashi, ISIJ
International, 37 (1997) 1133.
[9] L. Tan, K. Sridharan, T. R. Allen, R. K. Nanstad, D. A. McClintock, J. Nucl.
Mater. 374 (2008) 270.
[10] L. Tan, X. Ren, K. Sridharan, T. R. Allen, Corros. Sci. 50 (2008) 3056.
[11] J. Chapovaloff, D. Kaczorowski and G. Girardin, Mater. Corros. 59 (2008)
584.
[12] C. Cabet, J. Chapovaloff, F. Rouillard, G. Girardin, D. Kaczorowski, K.
Wolski and M. Pijolat, J. Nucl. Mater. 375 (2008) 173.
[13] S. K. Sharma, G. D. Ko, F. X. Li, K. J. Kang, J. Nucl. Mater. 378 (2008)
144.
[14] D. Kim, C. Jang and W. S. Ryu, Oxid. Meter. 71 (2009) 271.
[15] C. Cabet, J. Chapovaloff, F. Rouillard, G. Girardin, D. Kaczorowski, K.
Wolski and M. Pijolat, J. Nucl. Mater. 375 (2008) 173.
[16] T. S. Jo, S. H. Kim, D. -G. Kim, J. Y. Park and Y. D. Kim, Met. Mater.
Inter. 14(6) (2008) 739.

- 30 -

[17] C. T. Sims, N. S. Stoloff and W. C. Hagel, Superalloys II, John Willey &
Sons, New York, 1987, pp. 293-326.
[18] N. Birks, G. H. Meier, F. S. Pettit, Introdiction to the High Temperature
Oxidation of Metals, seco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01-162.
(19)N. Birks, G. H. Meier, F. S. Pettit, Introdiction to the High Temperature
Oxidation of Metals, p. 22-119,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0] S. Diliberto. C. Rapin, P. Steinmetz, M. Vilasi, P. Berthod, J. Mater. Sci., 38
(2003) 2063.
[21] B. Weiss and R. Stickler, Metall. Trans., 3 (1972) 851.
[22] A. F. Padilha and P. R. Rios, ISIJ Int. 42 (2002) 325.
[23] V. N. Gridnev, V. V. Nemoshkalenko, Yu. Ya. Meshkov, V. G. Gavrilyuk,
V. G. Prokopenko and O. N. Razumov, Phys. Stat. Sol. A 31 (1975) 201.
[24] V. N. Gridnev and V. G. Gavrilyuk, Phys. Metals. (1981) 4531.
[25] V. G. Gavriljuk, Mater. Sic. Eng. A 345 (2003) 81.
[26] V. G. Gavriljuk, Scripta Mater. 24 (2002)175.

- 31 -

서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지

정

보

위탁기관보고서번호

양

식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CM-1208/2009
He분위기 하에서의 고온열화에 따른 Inconel 617의
탈탄거동 및 기계적 특성평가

제목 / 부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김 영 도 / 한 양 대 학 교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출 판 지

김대건, 조태선, 김훈섭, 임정훈 / 한 양 대 학 교

대전

페 이 지

발행기관

39 p.

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있음( ○ ), 없음(

표

)

발행년
크 기

2010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비밀여부

대외비(

연구수행기관

),

)

보고서종류

__ 급비밀

한양대학교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Generation IV reactor 중 초고온 가스 냉각로는 수소와 전기의 경제적 생산을 위해 설
계된 고효율의 시스템이다. 니켈기 초내열합금 중 Inconel 617은 고용강화합금으로써 고
온에서 강도, 크립 저항성, 산화 저항성이 우수하여, 초고온 가스 냉각로의 열교환기 및
고온배관용재료의 후보재로서 적합하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 장
시간 사용으로 인한 경년열화에 의해 기계적 특성저하를 야기한다. 특히, 외부산화층 아
래 형성되는 Cr 고갈 영역과 탈탄 영역은 기계적 특성 저하에 기여하며, 결국 이 재료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Inconel 617의 가공성은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특성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화온도와 분위기에 따른 Cr 고갈 및 탈탄 거
동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Inconel 617의 가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냉간압연을 수행
하였으며, 냉간압연이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제명키워드

Inconel 617, 고온산화, 탈탄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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