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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Fen (환경피로수명보정계수): 공기환경에서 저주

기피로 수명(Nair)/물환경에서 저주기피로 수명 

(NW) N25 (피로수명): 변형률제어 저주기피로 시험 

중 최대하중 대비 25%의 하중이 감소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저주기피로 수명 

1. 서 론 

주·단조 스테인리스강은 높은 부식저항성 및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원전 1 차측 

구조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단조 

스테인리스강은 고온 수화학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피로수명이 공기 환경에 비해 더욱 감소되는 환경

피로손상을 받게 된다.(1~5) 환경피로 손상은 원전 

설계 수명 연장 및 가동 중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1,2) 현재까지 

이러한 주·단조 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 평가 

Key Words: Low Cycle Fatigue(저주기피로), Cast Stainless Steel(주조스테인리스강), Hydrogen Induced Cracking 

(수소유기균열), Ferrite(페라이트) 

초록: CF8M (11% ferrite) 주조 스테인리스강의 310 oC 순수환경에서의 저주기피로 수명에 미치는 수소 

및 미세구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CF8M 의 경우, 공기환경 대비 310 oC 순수환경에서의 피로수명의 감

소는 단조재인 316LN 에 비해 다소 작았다. 미세구조 및 파면 분석을 통해, CF8M 의 저주기피로 수명의 

감소는 316LN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소유기균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CF8M 의 경우, 

페라이트상 경계에 수소유기균열에 의한 2 차 균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집중

이 저하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응력집중의 완화로 인해 수소유기균열에 의한 피로균열진전이 둔화

되어 결과적으로 저주기피로 수명의 저하가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e effects of environment and microstructure on low cycle fatigue (LCF) behaviors of CF8M stainless 

steels containing 11% of ferrites were investigated in a 310 oC deoxygenated water environment. The reduction of LCF 

life of CF8M in a 310 oC deoxygenated water was smaller than 316LN stainless steels. Based on the microstructure and 

fatigue surface analyses, it was confirmed that the hydrogen induced cracking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in LCF life 

for CF8M as well as for 316LN. However, many secondary cracks were found on the boundaries of ferrite phases in 

CF8M, which effectively reduced the stress concentration at the crack tip. Because of the reduced stress concentration, 

the accelerated fatigue crack growth by hydrogen induced cracking was less significant, which resulted in the smaller 

environmental effects for CF8M than 316LN in a 310 oC deoxygenated water.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2013 년도 춘계 

학술대회 (2013. 4. 25.-26., 디오션리조트)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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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요 손상 기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

다.(1~5) Chopra(1)는 원전 1차측 환경에서 주조 스테

인리스강의 피로수명은 단조 스테인리스강의 피로

수명과 비슷하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Higuchi(2)도 

원전 1 차측 환경에서 주·단조 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수명보정계수(Fen)는 비슷하다고 보고하였

다.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이러한 피로수명의 저하

는 주로 수소유기균열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3~5)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단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것으로 주조 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 손상기구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

한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조 스테인리스강의 기계적 특성은 

페라이트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특히, 주변 오스테나이트상 대비 페라이트상

의 상대적 강도나 분포 형태에 따라 기계적 및 피

로 특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1,6~11) 그러나, 원전 1 차측 수화학환경에서의 환

경피로 거동에 미치는 미세구조의 영향에 대한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조 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 손상기구 및 피로거

동에 미치는 미세구조 영향을 시험과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2.1 시험 재료 

시험 재료는 국내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의 1 차

측 배관 및 냉각수 펌프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CF8M 주조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CF8M 의 화학조성을 Table 1 에 나타내었

다. 시험에 사용된 CF8M 은 페라이트상의 안정화

를 위해 1050 oC 에서 4 시간 동안 열처리 후 수냉

되었다. 미세조직은 Fig.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

스테나이트상 기저에 불규칙한 δ-페라이트들이 분

포한 전형적인 주조 스테인리스강 조직을 보인다. 

시험 재료의 페라이트상의 양을 Ferrite-scope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 약 11% 정도의 부피 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주기피로 시험에 

앞서 상온 및 310 oC 공기환경에서 인장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 에 상온에서 측정 

된 미소경도값과 같이 나타내었다. 

 

2.2 저주기피로 시험 

저주기피로 시험에는 봉상형태로 측정부의 길이

는  19.05 mm, 지름은  9.63mm 인  시편을  사용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est materials (wt.%) 

C Mn P S Si Cr Ni Mo 

0.05 0.82 0.043 0.014 0.96 19.98 11.12 2.75 

 

 

Table 2 Tensile properties of test materials 

Temp. 

(oC) 

YS 

(MPa) 

UTS 

(MPa) 

Elong. 

(%) 

Micro-hardness 

(HV0.10) 

RT 250.4 486.6 53.8 180 ± 3 

(austenite) 

255 ± 27 

(ferrite) 
310 oC 152.9 397.7 51.3 

  

 

 

Fig. 1 Microstructure of CF8M 

 

 

하였다.(12) 저주기피로 시험장치는 수화학환경 모

사를 위한 순환식 공급루프와 하중 및 변위제어를 

위한 압력용기가 장착된 서보구동부로 구성되어 

있다.(4,12) 저주기피로 시험조건을 Table 3 에 나타

내었다. 시험은 상온 및 310 oC 공기환경, 그리고 

310 oC 순수환경 등 3 가지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310 oC 순수환경에서의 저주기피로 거

동은 원전 1 차측 수화학환경에서의 거동과 유사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2,5) 본 연구의 결과로 

원전 1 차측 환경에서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주기피로 시험은 변형률 제어 모드로 수행되었

으며, 0.2 ~ 0.65% 범위의 변형률 진폭에 대해 하중

비 R = -1 이 적용되었다. 이전 시험결과와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인장시 하중이 최대하중 대비 

25% 감소하는 반복횟수를 저주기피로 수명으로 결

정하였다.(1,2) 상대 비교를 위해 변형률 속도는 일정

하게 0.018%/s 를 사용하였다. 변형률 제어모드 시

험을 위해 시편의 숄더부위에 장착된 선형 변위 차

동트랜스(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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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w cycle fatigue (LCF) test conditions for 
CF8M 

Load waveform Triangle waveform (R= -1) 

Strain rate 0.018 %/s 

Strain amplitude 0.2 ~ 0.65 % 

Environment 
RT and 310 oC air  

/ 310 oC water 

Water 

chemistry 

Dissolved 

Oxygen (DO) 
< 1 ppb 

Conductivity < 0.1 µS/cm 

 

transformer, LVDT) 의 신호를 사용하였다. 숄더부

위에서의 변형률을 측정부의 변형률로 보정하기 

위해 사전에 상온 및 310 oC 공기환경에서 두 부

위에서의 변형률을 동시에 측정하여 연관식을 구

하여 시험에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CF8M의 저주기피로 수명 

Fig. 2 에는 상온 및 310 oC 공기환경과 310 oC 

순수환경에서 CF8M 의 저주기피로 수명을 나타내

었다. 비교를 위해, 단조재인 316LN 의 저주기피

로 수명도 함께 나타내었다.(3,4) 316LN 의 저주기피

로 수명은 저자들에 의해 기 발표된 시험데이터(5,6) 

가운데 동일한 변형률 진폭 및 변형률 속도에서 

수행된 데이터를 추출한 후 측정부의 실제 변형량

으로 보정 후 표기 하였다. 두 재료 모두 310 oC 

순수환경에서 공기환경에 비해 피로수명이 감소하

였는데, CF8M 에서 저주기피로 수명의 감소가 

316LN에 비해 다소 작게 관찰되었다.  

310 oC 순수환경에서 316LN의 저주기피로 수명

의 감소는 주로 수소유기균열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3,4) 다른 비슷한 연구결과에서도, 316 계열

의 단조 스테인리스강의 저주기피로 수명 감소는 

수소유기균열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5) 한편, 

Higuchi(2)는 원전 1 차측 모사 환경에서 주·단조 

스테인리스강의 Fen 값은 비슷하다고 보고하였고, 

CF8M 의 환경피로 손상 정도는 단조 스테인리스

강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주조 스

테인리스강의 Fen 평가시 304 와 316 등의 단조 스

테인리스강의 상온 공기환경 저주기피로 수명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2,13) 이에 비해 기존에 발표 

된 CF8M 의 상온 공기환경에서 생산된 데이터(14,15)

를 바탕으로 하여 Fen(test)을 계산하면, Fig. 3 에서 

볼 수 있듯이, CF8M 의 Fen(test) 값이 단조 스테인 

 
Fig. 2 LCF life of CF8M and 316LN 

 

 
Fig. 3 Comparison of fatigue life correction factor (Fen) 

from USA & Japan LCF data 

 

리스강에 비해 더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공기환경에서의 저주기피로 수명 대비 

310 oC 순수환경에서의 저주기피로 수명의 감소를 

평가하는 경우 이전 연구자들의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CF8M의 저주기피로에 미치는 환경 영향 

Fig. 4 에 310 oC 공기 및 순수환경에서 시험한 

CF8M 의 저주기피로 파단면을 나타내었다. 310 oC 

공기환경에서 시험된 CF8M 과 비교하여 볼 때, 

310 oC 순수환경에서 시험한 CF8M 의 피로 파단

면에서 2 차 균열들이 더욱 빈번히 관찰되었다. 이

러한 2 차 균열들은 페라이트상 경계나 슬립밴드

들 사이에 주로 분포하였다. 고온 순수환경에서 

미소균열의 증가는 저합금강과 스테인리스강에서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3~5,16) 이러한 미소균열의 증

가는 고온 순수환경에서 부식반응에 의해 흡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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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10 oC air          (b) 310 oC water 

Fig. 4 Fatigue fracture surface of CF8M tested in; (a) 
310 oC air, (b) 310 oC water 

 

수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3,4,16~18)  

Fig. 5 에 피로균열 주변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

트상 경계에서 투과전자현미경(TEM) 관찰 결과를 

나타내었다. TEM 시편은 집속이온빔(FIB)을 이용

하여 피로 균열로부터 10 μm 이내의 거리에서, 

오스테나이트상에서 페라이트상으로 균열이 진전

하는 방향에 맞춰 채취되었다. 페라이트와 오스테

나이트상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제한시야 회절

(Selected area diffraction, SAD) 패턴과 TEM-

EDX(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이용하였다. 

Fig. 5 에서 보듯이, 두 환경에서 시험된 시편 모두, 

오스테나이트상 내에서는 평면슬립(Planar slip)이, 

페라이트상에서는 전위셀(Dislocation cell) 형태가 

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310 oC 순수환경에서 시

험 된 시편의 경우 310 oC 공기환경에서 시험 된 

시편에 비해 오스테나이트상의 슬립밴드(Slip band) 

간의 간격이 넓고 숫자도 훨씬 적었다.  

평면 슬립밴드는 변형이 밴드내에 집중되어 국

부적으로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19,20) 그러므로, 슬

립밴드 간격의 증가는 변형이 더욱 국부적으로 발

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20,21) 이러한 국부변형

의 증가는 내부 응력을 증가시켜 균열의 형성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균열성장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17,18) 반면에, 평

면 슬립밴드가 균일하고 많이 분포하게 되면 소성 

변형은 더욱 균일해지고 균열 생성 저항성도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2) 

이러한 국부 변형의 증가는 수소와 전위

(Dislocation)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17,18,21) Robertson(21)은, 수소 장입 시편을 이용한 

인장시험 중 in-situ TEM 관찰을 통하여 수소가 존

재 함에 따라 슬립의 간격이 넓어지고 높이도 커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수소가 

재료 내부에 흡수되게 되면 전위핵에 수소가 트랩

되게 되고 이는 전위사이의 반발력을 줄여주어 움 

직임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

다.(3,4,17,21) 그래서, 수소가 흡수된 슬립밴드를 따라  

 
(a) 310 oC air 

 
(b) 310 oC deoxygenated water 

Fig. 5 Planar slip bands in the austenite phase adjacent to 
the ferrite phase of CF8M tested in; (a) 310 oC air, 
(b) 310 oC deoxygenated water 

 
변형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변부의 슬

립이 줄어 결과적으로 슬립이 더욱 국부적으로 발

생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이러한 원인으로 

수소유기균열에 의해 균열 성장 저항성이 감소하

고, 피로 파단면에 많은 2 차 균열들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316LN 에서와 마찬

가지로, CF8M에서도 310 oC 순수환경에서 수소유

기균열 기구가 주요한 환경피로 손상기구로 판단

된다. 하지만, 수소유기균열이 동일하게 작용함에

도 310 oC 순수환경에서 CF8M 의 피로수명 감소

가 316LN 에 비해 작은 것은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다음 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3.3 310 oC 순수환경에서 CF8M의 저주기피로에 

미치는 미세구조의 영향 

Fig. 6 에는 시편 표면으로부터 피로 균열이 약 

100 μm 정도 진전된 초기균열 생성 단계(Stage I 

cracking)에서의 피로 파면 및 단면을 나타내었다.  

피로균열의 초기 단계에서는 페라이트상을 따라 

균열이 멈춘 후 다시 진전한 흔적(Crack arrested 

feature)이 관찰 되었다. 이는 페라이트상에 의해 



산소가 제거된 310oC 순수환경에서 CF8M 주조 스테인리스강의 환경피로거동 – 수소 및 미세구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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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tigue surface and sectioned fatigue crack in a 
initiation stage showing microstructural dependence  

 

균열 진전이 방해된 흔적으로 생각된다. 

피로 균열의 생성 단계인 미세조직 상 소형피로 

균열(Micro-structurally small fatigue crack, MSC)의 성

장은 미세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러차

례 보고되었다.(1,7,8) 즉, 상대적으로 높은 경도 값

을 가지는 2 차 상이 존재 하였을 때 MSC 의 생

성 및 성장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

다.(1,7,8) 그러나, 저주기피로 영역에서는 피로균열

의 생성 단계는 전체 피로수명의 10% 정도로 알

려져 있기 때문에(1,5) 피로균열에 미세구조적 영향

이 존재할 지라도 전체 피로수명에 큰 영향은 주

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에는 피로균열 성장 단계의(Stage II 

cracking) 파단면을 나타내었다. Fig. 4 (b) 와 마찬

가지로, 310 oC 순수환경에서 페라이트상 경계에 2

차 균열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

한대로 이러한 2 차 균열의 생성은 수소유기균열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10 oC 순수환경에

서는 초기에 페라이트상 내부의 피로 줄무늬

(Striation)들의 간격이 짧다가 나중에 길어지는 형

태가 관찰 된 반면 공기환경에서는 줄무늬들의 간

격이 거의 일정하였다. Fig. 8 에 나타낸 균열 성장 

단계에서 피로균열 단면 사진을 보면, 310 oC 공기

환경에서 시험된 시편의 경우 피로균열이 페라이

트상을 관통하여 진전한 반면, 310 oC 순수환경에

서는 피로균열이 오스테나이트상에서 페라이트상

으로 진전할 때 2 차 균열이 생성되고 균열이 휘

는 것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2 차 균열의 생성과 

피로균열이 휘는 것은 페라이트상에 의해 피로균

열 진전이 방해 된 흔적으로 생각된다.  

MSC 균열의 성장에서와는 달리, 피로균열의 성

장 단계(Stage II cracking)에서는 균열 선단의 높은 

응력집중으로 인해 국부응력이 2 차상의 임계응력

(Critical stress)을 넘게 되어 미세구조의 영향이 줄

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8) 예를 들어, Zhao(8) 

는 MSC 의 성장이 미세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 미세구조 영향은 

 
 (a) 310 oC air           (b) 310 oC water 

Fig. 7 Fatigue surface of CF8M at propagation stage 

 

 
  (a) 310 oC air           (b) 310 oC water 

Fig. 8 The sectioned area of the fatigue crack of CF8M 
at the propagation stage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Stolaz(7)의 

연구에 따르면, 이상 스테인리스강에서는 페라이

트상 주변의 오스테나이트에서 국부변형에 의한 

균열성장 가속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공기환경에서 수행된 

저주기피로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순

수조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우, Fig. 7 과 8 에서 관찰 된 것처럼, 

공기환경에서 시험된 저주기피로의 경우 페라이트

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균열이 진전하였지만, 310 
oC 순수환경에서 시험된 시편의 경우, 균열 선단

에 2 차 균열들과 함께 페라이트상에 의한 균열진

전의 방해 흔적들이 관찰되었다. 순수환경의 경우, 

수소유기균열 기구에 의해 2 차 균열이 균열선단

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다중균열이 발생하여 균

열 선단의 응력집중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초

기균열 생성 단계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단단

한 페라이트상이 균열 진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310 oC 순수환경에서 

CF8M 은 수소유기균열에 의해 저주기피로 수명이 

감소되지만, 부식생성물인 수소가 흡수되어 다중

균열을 일으킴에 따라 발생하는 페라이트상에 의

한 균열저항성 증가가 그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산소가 제거된 310 oC 순수환경에서 CF8M 의 

환경피로 거동을 평가하고, 316LN 의 거동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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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CF8M 에서도 316LN 과 마찬가지로 310 oC 

순수환경에서 저주기피로 수명 감소는 수소유기균

열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2) 하지만, 310 oC 순수환경에서 CF8M 의 저주

기피로 수명 감소가 316LN 보다 작게 관찰 되었

다. 

(3) 이는, CF8M의 경우 수소유기균열에 의한 국

부변형의 증가로 페라이트상 경계에서 2 차 균열

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균열선단의 응력집중이 

저하되어 수소유기균열로 인한 피로수명 감소 효

과가 일부 상쇄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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