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40, No. 6, pp. 565~571, 2016 565

<학술논문>              DOI http://dx.doi.org/10.3795/KSME-A.2016.40.6.565 ISSN 1226-4873(Print)
2288-5226(Online)

 

저사이클 피로 영역에서의 Alloy 617 모재와 용접재의 파괴 

시험편에 대한 거시적 및 미시적 관찰 §

김선진*†· 랜도 디와* · 김우곤** · 김응선**

* 부경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 한국원자력연구원
 

Macro and Microscopic Investigation on Fracture Specimen of Alloy 
617 Base Metal and Weldment in Low Cycle Fatigue Regime

 

Seon Jin Kim*†, Rando Tungga Dewa*, Woo Gon Kim** 

and Eung Seon Kim**

* Dep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Pukyung Nat’l Univ.,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eceived January 19, 2016 ; Revised March 17, 2016 ; Accepted April 27, 2016)

Key Words: Low Cycle Fatigue(LCF, 저사이클 피로), Gas Tungsten Arc Welding(GTAW, 가스텅스텐아크

용접), Fracture Mode and Mechanism(파괴 모드 및 기구), Weldment(용접재)

초록: 본 논문은 Alloy 617 모재와 용접재에 대한 저사이클 피로 시험 후의 파괴 시험편에 대한 거시적 

및 미시적 파면해석을 나타낸다. 용접재 시험편은 Alloy 617의 가스텅그스텐아크 용접 패드로부터 채취,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Alloy 617의 모재와 용접재 시험편의 저사이클 파괴 모드 및 기구의 거

시적 및 미시적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전변형률 제어 피로시험이 상온에서 0.6, 0.9, 1.2 및 1.5%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Alloy 617 모재의 거시적 파면은 피로하중 축에 수직인 평평한 형태의 양상을 보였

으나, 용접재 시험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단/별모양의 양상의 파괴를 나타내었다. 두 시험편 모두 피

로균열전파 영역에서는 명확한 스트라이에이션이 관찰되었다. 한편, 모재의 피로균열은 피로 하중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결정입내를 따라 전파하였으나, 용접재 시험편의 경우 하중 축에 거의 45°의 경사진 

형태의 결정입내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macro- and microscopic fractography performed on fracture specimens from low 
cycle fatigue (LCF) testings through an Alloy 617 base metal and weldments. The weldment specimens were 
taken from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 pad of Alloy 617.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cro- and microscopic aspects of the low cycle fatigue fracture mode and mechanism of Alloy 617 base 
metal and GTAWed weldment specimens. Fully axial total strain controlled fatigue tests were conducted at room 
temperature with total strain ranges of 0.6, 0.9, 1.2 and 1.5%. Macroscopic fracture surfaces of Alloy 617 base 
metal specimens showed a flat type normal to the fatigue loading direction, whereas the GTAWed weldment 
specimens were of a shear/star type. The fracture surfaces of both the base metal and weldment specimens 
revealed obvious fatigue striations at the crack propagation regime. In addition, the fatigue crack mechanism of 
the base metal showed a transgranular normal to fatigue loading direction; however, the GTAWed weldment 
specimens showed a transgranular at approximately 45° to the fatigue load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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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 부품의 파괴 ․ 파손을 해석하는 것은 공학

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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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paration of base metal specimens

(b) Preparation of weldment specimens
Fig. 1 Schematic diagram of LCF specimen cutting

Fig. 2 Schematic diagram for continuous strain cycling

의 원인이 특징 된다면, 설계, 제작, 사용 방법 

등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1) 피로에 의한 파

면은 일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2가지 영역으

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피로균열전파 영역과 

최종과부하(최종파괴) 영역이다. 최종 파괴는 거

의 대부분 급속하게 일어나고, 소성변형을 거의 

동반하지 않고 발생한다. 피로하중에 의해서 발

생한 부재의 현저한 특징은 각부가 거의 조대한 

소성변형을 나타내지 않는 다는 것이다.(1)

초고온가스로(VHTR)는 수소와 전기를 경제적

으로 생산하기 위한 제4세대 원자로 중의 하나로 

가장 유망 받는 원자로 중의 하나이다.(2) 원자력

용 니켈기 초합금의 대표적인 응용분야는 VHTR
의 중간열교환기 소재이며, Alloy 617, Hastelloy 
XR, Haynes 230 등이 후보재료로 선정되어 연구

되고 있다. 특히 Alloy 617은 VHTR의 중간열교

환기의 유력한 후보 재료 중의 하나이다.(3,4) 원자

로의 기동 및 중지 뿐 만 아니라 동력전달은 부

재의 저사이클 피로 및 크리프-피로 하중을 유발

한다.(4)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자

들이 Alloy 617에 대한 저사이클 피로 및 크리프-
피로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3~8)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저사이클 피로 및 크리프-
피로 거동에 대한 재료강도학적 연구에 관한 것

이며, 파괴 모드나 파손 기구에 대한 파면해석 

은 부족한 실정이다.(9) 또한 Alloy 617의 가스텅

그스텐아크 용접한 용접재에 대한 저사이클 피로 

파괴의 거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의 

Alloy 617 모재 및 용접재에 대한 이전의 저사이

클 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의 시험편을 활용하

여,(10,11) Alloy 617 모재 및 용접재에 대한 저사이

클 피로 영역에서의 파괴 시험편에 대한 거시적 

및 미시적 파면해석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이전의 실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Alloy 617로 열간압

연 판재로서 제조사에서 생산된 Heat Number는 

Haynes 617, R617 6 8837이며, 원 판재의 크기는 

25mm(T)×1200mm(W)×3600mm(L)이다. Alloy 617/ 
Alloy 617에 대한 용접은 GTAW 용접이 사용되

었으며, 사용된 용가재는 KISWEL사에서 제조한 

KW-T617를 사용하였다. 상세한 용접 방법과 용

접조건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2)를 참조바란다.

Alloy 617 모재(BM)와 용접재(WM)에 대한 시

험편의 채취 모식도를 Fig. 1에 나타낸다. 용접재

의 시험편의 채취 방향은 압연방향과 일치하고 

용접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하였다. 사용된 모든 

시험편은 평행부 직경 6 mm의 환봉 시험편을 

ASTM E606 규정(12)에 의하여 제작하였다. 실험 

장비는 만능 유압 피로 시험기(Instron Model 
8516)를 사용하였다. 실험조건은 모재와 용접재 

모두 상온의 환경에서 주파수 0.25Hz, 삼각파형, 
전변형률범위 0.6, 0.9, 1.2 그리고 1.5%의 4가지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최소 하중의 시작 방향은 

인장으로 하였으며, 실험 종료는 시험편이 파단 

될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2에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속 변형률 반복 피로에 대한 변형률/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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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Metal

(a) Total Strain = 0.6% (   )

(b) Total Strain = 0.9% (   )

(c) Total Strain = 1.2% (   )

(d) Total Strain = 1.5% (   )

Weldment

(e) Total Strain = 0.6% (   )

(f) Total Strain = 0.9% (   )

(g) Total Strain = 1.2% (   )

(h) Total Strain = 1.5% (   )

Fig. 3 Images of macroscopic fracture morphologies
observed for Alloy 617 base metal and 
weldment specimens

Fig. 4 Microstructures of Alloy 617 base metal 
(left) and weldment (right)  

력 이력과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개념도를 도식적

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거시적 및 미시적 파면해석

에는 Hitachi 사의 광학현미경, OM(optical 
microscopy)과 전자현미경,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이 사용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LCF 파단면의 거시적 고찰 
파단된 시험편의 파면을 육안 혹은 저배율 광

학현미경으로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명확한 형상

이 관찰된다. 이 거시적인 관찰에 기초해서 파괴 

모드(farcture mode)를 조사하기 위하여 파면의 특

징을 조사하였다. Fig. 3에 Alloy 617 모재 및 용

접재에 대한 전변형률범위에 따른 저사이클 피로 

파단 시험편의 거시적 양상을 나타낸다. 모재의 

경우 거시적 파단 양상은 전변형률범위에 관계없

이 피로하중의 작용 방향에 대하여 거의 수직으

로 평평한 파단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전형적

인 금속재료의 인장-압축 피로 파괴의 파괴 모드

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하여, 용접재

의 경우는 Fig. 3에서와 같이 피로하중의 작용 방

향에 대하여 수직이 아니고 평평하지 않은 전단/
별 모양의 거시적 파단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전단/별 모양의 파괴 모드는 전변형률범

위가 증가할수록 점차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전변형률범위가 높은 1.5%에서의 용접

재의 거시적 파단 양상은 모재의 거시적 파단 양

상과 거의 유사한 피로하중의 작용 방향에 대하

여 거의 수직으로 평평한 파단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저사이클 피로 하중에서 재료의 미세조직과 

반복 응력 반응 거동에 의한 초기 균열 발생 메

카니즘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otemeier(13)의 조직관찰 결과와 같이 Alloy 617 
모재의 미세조직은 조대하고 미세한 결정립을 나

타내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용접재의 미세조직

은 덴드라이트(dendrite) 구조의 큰 기둥 형상의 

결정입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lloy 617
의 모재와 용접재에 대한 미세조직의 관찰 결과

를 Fig. 4에 나타낸다.

3.2 LCF 파단면의 미시적 고찰

저사이클 피로 실험후의 파단된 시험편에 대하

여 많은 양의 SEM 사진을 관찰하여 균열소스

(crack source), 균열전파(crack propagation), 그리고 

최종파단(final fracture)의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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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ack source (c) Crack propagation

(b) Crack propagation (d) Final fracture

Fig. 5 Fracture surface and shown schematically observation point of BM-TS=0.6%

(a) Crack source (c) Crack propagation

(b) Crack propagation (d) Final fracture

Fig. 6 Fracture surface and shown schematically observation point of WJ-TS=0.6%

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미시적 파면해석을 고

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LCF 파단면의 미시적 관찰을 수행한 결과의 

일례를 Fig. 5∼8에 나타내었다. Fig. 5는 Alloy 
617 모재 전변형률범위 0.6%의 시험편에 대한 것

이며, Fig. 6은 Alloy 617 용접재 전변형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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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ack source (c) Crack propagation

(b) Crack source (d) Final fracture

Fig. 7 Fracture surface and shown schematically observation point of BM-TS=1.5%

(a) Crack source (c) Crack source

(b) Crack source (d) Final fracture

Fig. 8 Fracture surface and shown schematically observation point of WJ-TS=1.5%

0.6%의 시험편에 대한 것이고, Fig. 7은 Alloy 
617 모재 전변형률범위 1.5%의 시험편에 대한 것

이며, 그리고 Fig. 8은 Alloy 617 용접재 전변형률

범위 1.5% 시험편에 대한 것이다. 
관찰 결과, 모재와 용접재 모두 낮은 전변형률

범위에서는 최종 파단의 영역이 좁은 범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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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Strain = 0.6% (c) Total Strain = 0.6%

(b) Total Strain = 1.5% (d) Total Strain = 1.5%

Fig. 9 Failure mechanism of Alloy 617 base metal 
and weldment

Type
Total Strain Range (%) Failure 

Type0.6 0.9 1.2 1.5

Base
Metal

Weld-
ment

Fig. 10 Schematic diagram of the LCF fracture 
morphologies

타났고, 전변형률범위가 증가하면 최종파단의 영

역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균열

의 생성과 균열전파의 형태는 모재와 용접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모재의 경우 모든 

전변형률범위에 대해 균열소스는 표면의 한곳에

서 발생하여 균열이 전파하였으며, 용접재의 경

우는 표면의 여러 곳에서 균열소스가 발생 전파

해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저사이클 피로 영역에서의 균열발생과 

균열전파의 메카니즘을 고찰하기 위하여, 저사이

클 피로 실험후의 파단 시험편을 절단하여 부식

시킨 후 광학현미경으로 파단면을 관찰한 일례를 

Fig. 9에 나타낸다. 본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
재 및 용접재 모두 입내파괴의 메카니즘으로 파

괴가 일어났다. 또한 본 재료에 대한 전변형률범

위에 따른 파단 모드와 메카니즘을 도식적으로 

종합화한 개념도를 Fig. 10에 나타낸다. Alloy 617 
모재는 표면의 한 곳에서 균열이 발생, 전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용접재의 경우는 표면의 여러 

두 세 곳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전파하는 특징을 

보였다. 용접재의 경우 용접에 의한 미세조직과 

결함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최종파

괴는 피로줄무늬(striation)와 딤플파괴의 경계로 

최종파괴의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용접재는 딤플

과 벽개파괴의 영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Alloy 617 모재의 거

시적 파면은 피로하중 축에 수직인 평평한 형태

의 양상을 보였으나, 용접재 시험편의 경우는 상

대적으로 전단/별모양의 양상의 파괴를 나타내었

다. Alloy 617 모재 및 용접재 시험편 모두 피로

균열전파 영역에서는 명확한 스트라이에이션이 

관찰되었다. 또한, Alloy 617 모재의 피로균열은 

피로 하중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결정입내를 따

라 전파하였으나, 용접재 시험편의 경우 하중 축

에 거의 45°의 경사진 형태의 결정입내의 메카니

즘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결과를 

얻었다.
(1) Alloy 617의 모재는 저사이클 피로 영역에

서 모든 전변형률범위에서 평평한 파단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용접재의 경우는 낮은 전변형률범

위에서 전단/별모양의 파단 양상을 보였으며, 전
변형률범위가 증가할수록 모재와 비슷한 평평한 

파단의 형태를 보였다.
(2) Alloy 617의 모재는 표면의 한 곳에서 균열

이 발생, 전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용접재의 경

우는 표면의 여러 두 세 곳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전파하는 특징을 보였다.
(3) Alloy 617 모재의 피로균열발생 기구는 피

로 하중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결정입내를 보였

으나, 용접재 시험편의 경우 하중 축에 거의 45°
의 경사진 형태의 결정입내의 메카니즘으로 나타

났다.
(4) 용접재의 경우 균열은 모두 용접금속 영역

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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