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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CFC(Moltan Carbonate Fuel Cell) 연료전지는 

주로 발전용으로 널리 보급이 되어왔으며, 현재는 

선박용, 부하추종용 및 건물용 등에도 거의 사용

화 단계에 근접해 있다.
(1~6)

 연료전지의 개발활동

이 활발해지면서 연료전지시스템의 단위 부품의 

설계 및 제작품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시 되고 있

다. 특히 각종 열교환기는 사용하는 재료에 의하

여 열전달 및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7~9)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 시스템의 BOP(Balance of Plant)
 (10)

중 중요부품인 열교환기의 수명은 설계온도 650℃

의 고온 2 상유동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연료전지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가동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열교환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내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STS)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STS 는 약 500∼900℃에서 

일정시간 노출되면 입계에 Cr-rich M23C6가 형성된

다. 이 때 입계 주위는 Cr 고갈영역이 생겨 입계

에 손상을 받게 되어 내식성을 상실하는 예민화 

현상이 발생한다.
(11)
 예민화는 입계 부식에 취약하

고, 응력이 작용하면 취화에 의하여 취성파괴 할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는 운전 중 발생한 STS310S 열교환기 

튜브의 누설에 대하여 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가동 10 개월여에 구조물

에서 누설이 발생한 열교환기용 튜브(STS316L 핀

Key Words: Heat Exchange Devices(열교환기), Leakage(누설), Brittle Fracture(취성파괴), Cr Precipitation(크롬석출) 

초록: STS310S 는 열전달 능력이 우수하여, 열교환기용 열전달 튜브 재료로서 많이 사용된다. 튜브의 안

쪽은 가스와 물의 혼합물이 흐르고, 튜브 바깥은 화염이 흐른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튜브는 취화하였고, 

누설이 발생하였다. 균열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전파하여 취성파괴 하였다. 본 연구는 취성파괴의 원인을 

실험과 고찰을 통하여 규명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TS310S tube has excellent heat transfer ability and is widely used as the material for heat transfer tubes 

in heat exchange devices. Mixtures of gas and water flow inside the tube whereas hot flame flows outside it. In this 

environment, the material of the tube may undergo embrittlement, which can cause leakage. Cracks can propagate from 

the inside of the tube to its outside and result in brittle fracture. This study identified the cause of brittle fracture in the 

STS310S tube through experiments and discussion, and proposed solutions to prevent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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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착된 STS310S 튜브)와 시중에서 구입한 

STS310S 및 STS316L 이다. 튜브는 두께 약 2.2 

mm 인 STS310S 이고, 열전달의 효능을 높이기 위

하여 외부에 두께 약 0.8 mm 의 STS316L 핀이 부

착되어 있다. 튜브의 운전 조건을 Fig. 1에 나타낸

다. 

튜브의 균열 발생 지점은 금속현미경과 전자현미

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튜브의 파단면은 XRD

를 사용하여 취성파괴 원인이 된 계면에 석출한 Cr 

등 성분을 line profile 하였다. 또한 튜브에 사용된 

동종 재료를 구입하여 인위적으로 열화시켜, 조직 

관찰 및 성분 검사를 통하여 파괴 원인을 규명하였

다. 재료는 두께 10 mm 이고, 구입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용체화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열화 온도

는 480∼720℃ 범위에서 60℃ 간격으로, 각 온도에

서 4시간 열처리하여 공냉하였다.(12) 

3. 결과 및 고찰 

3.1 손상 튜브의 조직 및 균열 발생 지점 관찰 

Fig. 2 는 손상 튜브의 내외부쪽의 파단면을 

금속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내부쪽의 조직을 나타내고, (b)는 

외부쪽의 조직을 나타낸다. (a)인 내부쪽의 조직은 

조직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입계 및 입내 파괴 

양상을 나타내었다. (b)인 외부쪽은 (a)보다 조직이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내부로 흐르는 고온의 2 상 

유동에 의하여 열화가 발생함으로서 조직이 

성장하였다. 또한 뒤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용한 두 가지 재료(STS310S, STS316L)의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한 응력 작용에 의하여 

열화된 내부의 입계에서 취성파괴 하였다. 

 

 

Fig. 1 Operating condition of the tube 

손상 튜브의 균열 발생 지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파단부를 SEM으로 관찰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a)에서 균열 발생은 배관 내면에서 발생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river pattern이 나타났다. (b)는 (a)

를 확대하여 균열 발생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파

면은 입계 파괴를 나타내고, 전형적인 취성 파괴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균열 발생부는 입자가 

빠져 있으며, 입자 하부는 삼중점이 보인다. 또한 

파면은 취성 파괴의 전형적인 ridge pattern이 관찰

되었다. 

 

3.2 손상 튜브의 화학 성분 

균열 발생부를 기점으로 파단면의 성분을 line 

profile하여 Fig. 4에 나타낸다. Fe성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Cr, Ni, Mg, Si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Cr은 

내부쪽이 많이 나타나고, 외부쪽으로 갈수록 적어

지고 있다. 이것은 내부쪽에 Cr이 석출하여 나타

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Fe, Ni, Mg, Si는 전 단

면에 균일하게 검출되었다. 

 

3.3 STS310S 튜브의 비커스 경도 

Fig. 5는 손상 튜브와 모재 튜브에서 단면의 비

커스 경도를 나타낸다. □은 손상 튜브의 외부쪽 

경도, ○는 손상 튜브의 내부쪽 경도를 나타내고, 

△은 모재 튜브의 경도를 나타낸다. 점선은 각각

의 평균 경도를 나타낸다. 내부쪽 경도는 외부쪽 

경도보다 높으며, 모재의 경도보다도 높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이 내부쪽 경도가 높은 것은 내부의 2

상 유동의 영향에 의한 수소 취화 등의 열화에 의

한 것이라 판단된다. 

 

  
      (a)                      (b) 

Fig. 2 Microstructure of damaged tube. (a) Inner surface, 
(b) Outer surface 

 

  

(a)                    (b) 

Fig. 3 SEM observation of damaged tube. (a) Fracture 
surface, (b) Magnifica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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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4 Chemical composition from line profile of fracture 
surface. (a) Fracture surface, (b) Fe, (c) Cr, (d) Ni, 
(e) Mn, (f)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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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ickers hardness of STS310S tube 

3.4열화재의 조직 및 Cr량 

튜브 및 핀과 같은 재료인 STS310S 및 STS316L 

  

(a)                   (b) 

  
(c)                   (d) 

  
(e)                   (f) 

 

Fig. 6 SEM photography from degraded STS310S. (a) 
Base metal, (b) 480

o
C, (c) 540

o
C, (d) 600

o
C, (e) 

660
o
C, (f) 720

o
C 

 

을 열처리하여, SEM 조직을 각각 Fig. 6과 7에 나타

낸다. 스테인리스강은 비교적 좋은 내식성을 나타내

지만, 400∼850℃에서 가열되거나 서냉되었을 때, 

입계 부식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얻기 

위하여 480∼720℃에서 4시간 열처리 하였다. 비교

하기 위하여 손상된 STS310S 튜브도 같이 나타내었

다. 

Fig. 6 및 Fig. 7은 열처리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조직이 명확하지 않지만, 온도가 증가할수록 조직

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Fig. 6의 (d), (e)는 입계가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입계에 구멍이 나타났다. 또한 (f)는 입계에 도드

라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손상이 증가할수록 계면

에 석출하는 Cr량과 관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

고 손상된 튜브는 장시간의 사용에 의한 열화에 

의하여 입자가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13) 

Fig. 7의 (d), (e)는 입계가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d)는 간극이 넓어 보인다.
(13)
 더우기 열처리 

온도가 가장 높은 (f)는 조직에 요철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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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7 SEM photography from degraded STS310L. (a) 
Base metal, (b) 480

o
C, (c) 540

o
C, (d) 600

o
C, (e) 

660
o
C, (f) 720

o
C 

 

Fig. 6과 7의 열처리 시험편에서 화학 성분을 조

사하여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비교하기 위하여 

STS310S는 튜브의 화학 성분을 같이 나타내었다. 

Fig. 8은 Table 1, 2의 화학 성분에서 Cr량을 나타

낸 것이다. STS310S의 Cr량은 600 및 660℃에서 

모재보다 증가하였으나, 720℃에서는 오히려 감소

하였다. 480, 540℃는 모재와 비슷한 Cr량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손상된 튜브의 파단면에서 검출한 

내면의 Cr량은 평균 27.55 wt.%를 나타내어, 600℃

에서 4시간 열처리한 STS310S의 Cr량 27.7 wt.%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손상된 

튜브는 상당히 열화되어 입계에 Cr이 석출되어 취

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TS316L은 열처리 

온도와 관계없이 모재와 거의 비슷한 Cr량을 나타

내었다. 

3.5 STS310S 튜브의 균열 발생에 관한 고찰 

 

3.5.1 튜브와 핀의 선팽창계수 

STS310S와 STS316L의 선팽창계수는 온도를 고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from degraded STS310S 

Element 
Conditions 

Si Cr Mn Fe Ni 

BM 0.75 25.93 1.49 53.27 18.56 

480 ℃ 1.08 25.40 1.13 53.36 19.03 

540 ℃ 0.97 25.25 1.72 54.75 17.31 

600 ℃ 0.88 27.60 1.66 51.35 18.51 

660 ℃ 0.20 30.01 1.14 53.84 14.81 

720 ℃ 1.68 22.37 1.61 55.77 18.58 

Tube 0.70 26.93 1.30 53.25 17.8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from degraded STS316L 

Element 
Conditions 

Si Cr Mn Fe Ni Mo 

BM 1.06 17.74 1.38 67.94 9.77 2.11 

480 ℃ 0.70 17.57 1.23 67.83 10.28 2.39 

540 ℃ 0.99 16.28 1.68 66.17 11.95 2.92 

600 ℃ 0.58 17.87 0.76 67.72 9.98 3.08 

660 ℃ 0.72 17.23 1.61 67.36 10.42 2.66 

720 ℃ 0.68 17.09 1.46 67.92 10.1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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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of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the amount of Cr in STS316L and STS310S 

려하면 Table 3과 같다. 여기서 각 온도 구간에서 

STS316L의 선팽창계수가 더 크다. 선팽창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재료가 같은 온도(T)상태에서(α  -

α )T의 크기에 상당하는 정도로 더 늘어난다. 

 

3.5.2 핀의 온도변화에 따른 형상변화 

튜브는 가동 상태에서 Fig. 9와 같이 응력상태가 

변화한다. 즉, 핀 두께와 원주율을 고려한 튜브 외

경의 곱에 비례하는, 넓이에 상당하는 응력(σ)이 

상정된다면, 핀의 수(N)가 증가하는 만큼의 응력

(Nσ)으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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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STS310S and STS316L 

 

Mean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x10
-6
 mm/mm/℃) 

STS310S  
0~100℃ 101~315℃ 316~538℃ 

15.9 16.2 17.0 

STS316L 
20~100℃ 101~500℃ 501~1000℃ 

16.5 18.2 19.5 
 

 

 

Before expansion             After expansion 

Fig. 9 Stress state of before and after thermal expansion 
of a single pin 

 

부착된 핀의 수(N)에 상당하는 응력의 크기를 

Nσ로 표현한다면, 튜브는 냉각과 가열에서 핀이 

접촉된 전 면적에 걸쳐서 압축 또는 인장응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핀이 나선형으로 연속적인 연

결이라도, 접촉면적에 상당하는 크기의 응력작용

을 받게 된다. 더욱이 실제 튜브에 붙어 있는 핀

은 사인커브를 그리면서 용접되어 있으므로 이론

적 접촉면적보다도 더 크다. 이것은 더 큰 응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0은 열팽창 후 양쪽 핀 사이의 인장응력 

작용 기구를 나타내고 있다. Fig. 9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핀에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내경은 팽

창된다. 반대로 냉각 시에 내경은 반대로 수축한

다. 만약 가열 시에 열의 분포가 균일하다면, 핀 

내경은 진원에 가까울 것이나, Fig. 10과 같이 핀 

또는 튜브에 열의 분포가 양측 면으로 더 높게 분

포한다면, 내경은 양측 면으로 더 긴 타원형의 형

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접촉면의 

응력은 양측 면에서 더 높은 인장력의 상태(타원

형)로 튜브의 측면에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의 튜브는 열전달에 기여하는 화

염의 주된 흐름이 튜브의 양측 면으로 흘렀음을 

알 수 있다. 손상된 튜브의 균열 위치는 화염이 

지나가는 양쪽 측면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의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양쪽 측면의 편향적인 열전달 결과, 열

팽창으로 발생되는 응력의 집중에 의한 것이며,  

 

Fig. 10 The flow of flame and the virtual stress distribution 
of tube 

 

둘째는 구조진동이나 와류(Karman Voltex) 등 화염

에 의한 진동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염이 

튜브 외부를 지날 때, 와류가 발생하여 화염의 흐

름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켜, 튜브는 

화염의 흐름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시키는 와류

현상에 의한 진동, 튜브 내/외부의 응력상태가 반

대인 교번응력상태로 된다. 와류에 의한 진동의 

인자에는 유체의 점성이나, 나선형 상태의 핀 방

향, 핀의 sine curve 용접 상태, 튜브 직경과 핀

의 높이, 화염의 특성 - 점화 또는 발화 위치, 화

염세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손상된 튜브

는 열팽창에 따라서 핀과 핀 사이에서 많은 균열

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열팽창 및 와류에 기인

한 것이라 판단된다. 즉, Fig. 10과 같이 점선으로 

표시된 화살표의 화염 양쪽으로 응력이 집중된 쪽

에서 균열 위치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3 열팽창으로 튜브와 핀의 균열 발생 

상관관계 

Fig. 11은 핀 사이의 튜브 중간점에서 열팽창 후

에 인장응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구의 개략

도이다. 열팽창하기 전의 튜브상태는 응력의 평형

을 이루고 있지만, 튜브의 내부온도와 압력이 증

가하고 외부 화염에 의한 핀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STS310S 튜브는 열팽창계수에 비례하여 

최대로 팽창 할 것이다. 또한, STS316 핀은 외부 

화염에 의하여 열팽창계수에 비례하는 정도로 팽

창할 것이다.  

우선 오른쪽의 핀에서 생각해 보자. 여기서 단

위 부피당 선팽창계수가 큰 STS316L 핀은 열팽창

량이 많으므로, 핀의 반경이 본래의 반경보다도 

더 크게 되려고 한다. 그러나 용접으로 구속되어 

있으므로 튜브에서 핀 방향으로 튜브외면에 수직

인 힘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핀과 핀 사이의 중

간점 튜브 위치에서는 원주방향에 따라 구속되어 

있으므로, 부착된 핀의 피치간 거리의 반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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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nsile stress vector on thermal expansion of tube 
 

하는 위치에서 핀 방향으로 튜브외면에 수직인 힘

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힘은 핀과 핀 사이의 

튜브 중간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시계 방향의 모우

멘트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왼쪽 핀은 핀과 핀 

사이의 튜브 중간점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모

우멘트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핀과 핀 사이의 튜브 중간점은 모우멘

트의 작용점으로 되고, 양쪽 핀에서 작용하는 힘

으로써 서로 상반된 힘이 걸리게 된다. 이 힘이 

축방향의 인장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핀에서 열전도로 생긴 팽창력이 핀 사이

의 튜브 중간점에서는 축방향의 인장력으로써 튜

브의 둘레에 걸쳐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장력

이 걸리는 튜브 단면에서는 바깥 쪽 보다는 내경 

쪽이 핀의 팽창력 작용방향과의 모우멘트 반경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인장응력이 더 크게 걸리게 

된다. 같은 크기의 회전 모우멘트가 작용하더라도 

튜브 두께의 단면 내에서 모우멘트 반경은 튜브 

외경 보다 내경 쪽이 더 크므로 인장응력이 더 크

다. 이러한 인장응력이 축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파단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장

비를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화염이 지나는 위치에서 인장응력이 축방

향으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재료의 결함 또 열화

에 의한 취화로, 인장응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

로 균열이 발생∙ 진전하면, 취성파괴의 특성을 나

타내면서 즉각적인 파단에 이르게 되는 양상을 보

이게 된다. 또한, 핀 사이의 튜브 중간점은 모두 

같은 응력조건의 상태이므로, 화염의 흐름이나 분

포에 따라서는 다중 균열의 발생 상태가 거의 동

시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누설이 발생한 열교환기용 튜브

(STS310S)와 인위적으로 열화를 모의한 STS310S

와 STS316L을 사용하여, 손상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1) 누설 튜브는 열화에 의하여 내부쪽은 입자

가 크게 성장하고, 입계 및 입내 취성 파괴하였다. 

누설 튜브 파단면의 Cr량은 내부쪽이 많으며, 외

부쪽으로 갈수록 작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인위적

으로 열화시킨 시험편에서도 Cr량이 많이 검출되

었다. 또한 열화한 내부의 비커스 경도가 모재와 

외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튜브는 가장 큰 인장응력이 분포하고 있는 

내부쪽 입계에 Cr이 석출하여 취화된 부분에서 균

열이 발생하여 취성파괴하였다. 인장응력은 핀과 

튜브의 열팽창의 차이로 인하여, 핀과 핀 사이의 

튜브 중간인 내부쪽에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다중 

균열이 발생하였다. 

(3) 튜브와 핀은 동종 재료로서 저탄소, 고 Cr 

및 고 Ni 재료를 적용하고, 핀 사이의 피치를 조

정하고, 튜브의 두께 스케쥴이 큰 것(세장비가 크

게)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4) 튜브의 내면 온도를 낮추고, 열응력과 진동

을 방지하여 역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열화에 의한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동 응력을 낮추고, 두꺼운 재료를 사용하거나 

어닐링하여 잔류응력의 제거할 필요가 있다. 

(6) 핀의 용접 후 열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즉, 

후 열처리에 의한 잔류응력 완화보다, 후 열처리 

동안에 발생하는 크롬카바이드로 인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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