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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past few decades, high-nitrogen austenitic steels have steadily received greater attention since they provide

a unique combination of high strength and ductility, good corrosion resistance, and non-magnetic properties. Recently, high-

nitrogen 18Mn-18Cr austenitic steels with enhanced strength have been developed and widely used for generator retaining rings

in order to prevent the copper wiring from being displaced by the centrifugal forces occurring during high-speed rotation. The

high-nitrogen austenitic steels for generator retaining ring should be expanded at room temperature and then stress relief

annealed at around 400 oC to achieve the required mechanical properties. In this study, four kinds of high-nitrogen 18Mn-18Cr

austenitic steels with different nitrogen content were fabricated by using a pressurized vacuum induction melting furnace, and

then the effects of nitrogen content, cold working, and stress relieving on tensil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The yield and

tensile strengths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increasing nitrogen content and cold working, and they further increased after

stress relieving treatment. Based on these results, a semi-empirical equation was proposed to predict the tensile strength of high-

nitrogen 18Mn-18Cr austenitic steels for generator retaining rings. It will be a useful for the effective fabrication of high-nitrogen

18Mn-18Cr austenitic steels for generator retaining rings with the required tensi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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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전기용 리테이닝 링(retaining ring)은 발전기 내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 발생하는 원심력으로부터 전단코

일의 변형을 막기 위해 회전축의 양쪽 끝을 고정하는 링

형태의 단조품이다.1-3) 이러한 리테이닝 링에 사용되는 소

재는 비자성(non-magnetic)과 함께 고강도와 고연성, 높

은 충격인성, 응력부식균열 저항성 등의 다양한 특성이

요구된다. 최근 발전기의 용량이 증가되고, 대형화됨에 따

라 리테이닝 링 소재에 요구되는 강도는 높아지고 있으

며, 직경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오스테나

이트계 18Mn-18Cr 고질소강은 고강도, 고연성, 비자성

등의 제반 물성을 잘 만족하여 발전기용 리테이닝 링 소

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장 강도에 따라 T145급

(1,000 MPa)에서부터 T200급(1,380 MPa)까지 다양한 규

격이 정해져 있다.1-6)

발전기용 리테이닝 링의 제조과정을 Fig. 1에 나타내

었다. 먼저 진공 유도용해를 통해 잉곳을 제조한 후 불

순물의 농도를 낮추거나 균질화를 위해 PESR(pressurized

electro-slag remelting) 등의 재용해를 실시하고, 링 형태

의 단조 과정을 거친다. 이후 용체화 처리(solution treat-

ment)를 하고, 냉간 확관(cold expansion) 후 잔류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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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하고 요구되는 물성을 얻기 위해 응력 완화

(stress relieving) 처리를 실시하여 최종 리테이닝 링을

제조한다.1-3) 일반적으로 리테이닝 링에 사용되는 오스테

나이트계 고질소강의 강도는 질소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

하며, 냉간 확관 시 가공 경화에 의한 강도 증가가 크기

때문에 고강도의 리테이닝 링 소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강 내 고용도가 낮은 질소를 효과적으로 주입하고, 냉간

확관을 통해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10)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소 함량을 가진 발전기용 오스

테나이트계 18Mn-18Cr 고질소강을 제조한 후 미세조직

분석과 인장 시험을 실시하여 인장 특성에 미치는 질소

함량, 냉간 가공(cold working), 응력 완화 처리의 영향

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장 강도를 예측하는 반경

험식(semi-empirical equation)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합금설계 및 제조

본 연구에서는 발전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질소강의 제

조를 위해 Thermo-Calc에 의한 열역학 계산을 통해 평

형 상태도와 질소 고용도를 계산하고, 이를 합금설계, 열

간 압연 및 용체화 처리 등의 제조공정에 이용하였다. Fe-

18Mn-18Cr-N 합금의 평형 상태도를 Fig. 2(a)에 나타내

었다. 이를 근거로 주어진 온도, 압력, 질소 농도에서 각

상들의 상 안정성을 예측하고, 열간 압연 후의 적정 용

체화 처리 조건을 설정하였다. Fe-18Mn-18Cr-N 합금에서

질소 고용도에 미치는 질소의 가압 효과를 계산한 Fig.

2(b)를 보면, 1,500 oC의 액상에서 Fe는 약 0.6 wt.%의 질

소를 고용하고 있으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고용도가

조금씩 증가한다. 이후 페라이트에서의 질소 고용도는 오

스테나이트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응고 시 δ-페라이

트 간극이 형성되어 고용한도 이상의 질소는 가스로 배

출되면서 응고 후 주조결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간

극의 형성은 오스테나이트계 고질소강의 제조가 일반적

인 주조공정으로는 제조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4-6) 따라서 발전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질소강을 제조

하기 위해서는 화학성분과 제조공정 변수에 따른 질소

의 고용도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5 atm 이상의 질소

분압에서는 δ-페라이트 간극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절한

가압은 오스테나이트계 고질소강의 제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Fig. 2(b)). 한편 압력이 높아질수록 액상 및 고

상의 질소 고용도는 모두 증가하지만, 압력 효과가 응

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오스테나이트

내에 M2N이 형성되는 것으로 예측된다(Fig. 2(b)).

Fig. 1. Production process of generator retaining rings made up of high-nitrogen austenitic steels.

Fig. 2. (a) Phase diagram of Fe-18Mn-18Cr alloy and (b) the effect of N2 pressure on nitrogen solubility of Fe-18Mn-18Cr alloy.

Thermodynamic calculation was performed by Thermo-Calc software with TCFE database. The dotted square indicates the gap of δ-fer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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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진공도 10−4 mbar의 20 kg급 가압 진공

유도 용해로(PVIM 4III-P, ALD, Germany)를 이용하여

약 10 kg의 오스테나이트계 고질소강을 제조하였다. 화

학성분 조절은 치환형 원소의 경우 전해철, Fe-Mo, Fe-

Mn, Fe-Cr 합금철을 이용하였고, 질소 함량 제어를 위해

일정한 질소 분압 하에서 과립 형태로 된 Fe-58.8Cr-6.6 N

모합금을 장입하였다. 합금의 용해는 진공도 1.4 × 10−1

mbar 이상, 그리고 출탕 시 용탕온도는 1,450 oC로 일정

하게 유지하여 20 mm 두께의 잉곳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잉곳의 화학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질

소 함량은 0.44 wt.%에서 0.63 wt.%로 분석되어 한 강종

을 제외하고는 General Electric(GE) 규격에서 제시된 발

전기용 리테이닝 링 소재의 화학조성 범위를 잘 만족하

였다.2) 일반적으로 Mn 함량은 Cr 함량보다 높은데, 이

는 안정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얻기 위해서이다. 제조

된 20 mm 두께의 잉곳에 대해 총 10 패스의 압연을 통

해 두께 4 mm의 건전한 압연 판재를 얻었다. 압연 전

가열온도는 1,200 oC이며, 압연 종료온도는 900 oC 이상

으로 하였다. 

2.2 미세조직 분석 및 인장시험

열간 압연 후 열역학 계산에 의해 얻어진 Fig. 2(a)의

평형 상태도를 근거로 균일한 오스테나이트 단상의 미

세조직을 얻기 위한 용체화 처리 조건을 설정하였다. 먼

저 기지조직이 재결정이 완료된 오스테나이트 조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정립 내부에 어닐링 쌍정의 존재 여

부를 분석하였다. 오스테나이트 단상의 기지조직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용체화 처리 온도가 높을 경우 결정립

조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체화 처리 온도와 시

간은 오스테나이트 단상의 기지조직을 가지는 가장 낮

은 온도와 짧은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많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적정 온도 구간을 설정하였고, 실제 용체화 처

리는 1,150 oC의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30 분간 유지

한 후 수냉하였다.

용체화 처리 후 각 시편들은 HCl 30 ml + HNO3 20 ml

+ Ethanol 50 ml 용액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하였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0.44 N 시편의 경우 약

간의 δ-페라이트를 함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시편들은 완

전한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테

나이트의 결정립 크기는 50~80 µm 정도이며, 결정립 내

부에는 어닐링 쌍정이 잘 발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용

체화 처리된 판재의 인장 특성을 평가한 결과 질소 함

량이 높아질수록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증가하지만, 연

신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Table 1).

실제 리테이닝 링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수행되는 냉간

가공과 응력 완화 처리가 인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4 mm 두께의 열간 압연 판재를 10~60 %

의 두께 감소율로 냉간 압연하였다. 또한 GE 규격에 따

라 일부 냉간 압연 판재를 50 oC/hr로 승온하고, 500 oC

에서 5시간 유지한 후 노냉을 실시하여 응력 완화 처리

전후의 인장 특성을 비교하였다. 냉간 압연 판재에서 인

장 시편의 방향은 압연 방향으로 ASTM E8 표준 시험

법에 따라 sub-size의 판상 시편(표점거리 25.4 mm, 직

경 6.25 mm)으로 가공한 후 10톤 용량의 Instron 시험

기를 이용하여 2 mm/min의 속도로 인장 시험을 실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냉간 압연된 오스테나이트계 18Mn-18Cr-0.44N 고질소

강의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사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10 %의 냉간 가공량부터 일부 결정립 내에 슬립밴드들

과 함께 변형 쌍정(deformation twin)이 형성되어 있으

며, 30 % 이상의 냉간 가공량에서는 심하게 연신된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냉간 가공량이

커질수록 보다 많은 결정립들에서 슬립밴드가 형성되어

서로 교차되기도 하며, 변형 쌍정이 더욱 발달한다.5,11)

다양한 질소 함량을 가진 오스테나이트계 고질소강의

인장 강도에 미치는 냉간 가공과 응력 완화 처리의 영

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질소 함량에 관계없이 냉간

가공에 의한 가공 경화에 의해 인장 강도는 냉간 가공

량에 비례하여 모두 증가한다.7-9) 한편 응력 완화 처리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tensile properties of high-nitrogen 18Mn-18Cr austenitic steels after solution treatment.

Steel

Chemical composition (wt.%) Tensile properties

C Si Mn Cr N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MPa)

Elongation 

(%)

GE specificaton
2)

~0.10 0.22~0.60 17.5~20.0 17.5~20.0 0.45~0.80 930~1310 1000~1379 10~28

0.44 N 0.03 0.30 18.1 17.6 0.44 409 783 68.6

0.50 N 0.03 0.29 18.3 17.2 0.50 434 803 67.6

0.57 N 0.03 0.26 18.1 17.9 0.57 463 838 64.6

0.63 N 0.03 0.25 18.2 17.9 0.63 487 870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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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인장강도는 그 이전에 비해 모두 증가되며, 증

가되는 강도의 크기는 냉간 가공량에 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질소 함량(wt.% N), 냉간 가

공량(percent cold working, %CW), 응력 완화 처리가

인장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이들

은 모두 선형 회귀분석에 의해 직선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냉간 가공 이전의 인장강도(단위, MPa)는 468

[wt.% N] + 573 식과 같이 질소 함량에 직선적으로 비

례하였다. 이는 질소의 고용강화 효과에 의한 것으로, N,

C, B 등의 침입형 원소는 일반적인 치환형 원소보다 오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강도를 더욱 크게 증가시

키며, 질소의 경우 다른 침입형 원소보다 강도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7,8)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인장 강도에 기여하는 질소의 효과는 항복 강도에

서보다 큰 데, 이는 질소 첨가가 가공 경화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계 강

에 대한 질소의 첨가는 적층결함 에너지(stacking fault

Fig. 3. Optical micrographs of cold-worked high-nitrogen 18Mn-18Cr-0.44N austenitic steels.

Fig. 4. Effect of cold working and stress relieving on the tensile strength of high-nitrogen 18Mn-18Cr austenitic steels with different nitrogen

content: (a) 0.44 N, (b) 0.50 N, (c) 0.57 N, and (d) 0.63 N. The cross symbols indicate tensile strength predicted by a semi-empirical equation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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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를 낮추기 때문에 소성 변형 시 전위의 상호작용

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큰 변형에서는 미세한 변형 쌍

정을 형성시켜 유동 응력을 증가시킨다.7) 

한편 오스테나이트계 고질소강은 열처리에 의해 강화

되기 어렵기 때문에 냉간 가공이 강도를 증가시키는 효

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STS 304, 310, 316과

같은 상용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냉간 가

공량이 많을수록 강도가 증가되지만, 1,300 MPa 정도에

서 최대치를 나타낸다.9) 반면 오스테나이트계 18Mn-18Cr

고질소강의 경우 질소 함량에 따라 강도는 계속 증가되

며, 냉간 가공에 의해 최대 2,000 MPa 이상까지 강도가

증가될 수 있다.7) 본 연구에서 제조된 오스테나이트계 고

질소강의 인장 강도는 20 %의 냉간 가공량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 %에서 30 %로 냉간 가공량이 높아질 때

강도의 증가량이 다소 커지지만, 냉간 가공량에 따라 강

도가 거의 직선적으로 비례한다(Fig. 4). 각각의 질소 함

량에서 선형 회귀분석에 의해 얻어진 냉간 가공량과 인

장 강도의 관계식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질소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냉간 가공에 의해 인장 강도가 증가되는

기울기는 조금씩 커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질소 첨

가가 결정립계 강화에 효과적인 것과 같이 질소가 냉간

가공에 의해 형성된 전위나 변형 쌍정의 강화기구에 효

과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오스

테나이트계 강에서 결정립계 강화는 페라이트계 강에 비

해 효과적이지 않지만, 질소가 첨가된 오스테나이트계 고

질소강의 결정립계 강화 효과는 질소 함량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7)

응력 완화 처리 전후 인장 강도의 변화량도 냉간 가

공량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원

인을 응력 완화 처리 후 석출물의 형성에 따른 강도 증

가로 생각할 경우 냉간 가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위,

슬립밴드, 변형 쌍정 등의 석출물 생성처가 증가하기 때

문에 응력 완화 처리에 따른 인장 강도의 변화량이 잘

설명될 수 있다.12) 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향

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응

력 완화 처리 전후의 인장 강도 증가량은 질소 함량에

관계없이 2.5 [%CW]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장 강

도에 미치는 질소 함량, 냉간 가공, 응력 완화 처리의

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오스테나이트계 고질소강의 전

체 인장 강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Fig. 5. Effect of (a) nitrogen content and (b) cold working on the tensile strength of high-nitrogen 18Mn-18Cr-0.57N austenitic steels,

and (c) variation in the tensile strenth of high-nitrogen 18Mn-18Cr-0.57N austenitic steels after stress relieving treatment.

Table 2.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ing the effect of cold

working on the tensile strength of high-nitrogen 18Mn-18Cr austenitic

steels.

Steel
Tensile strength = a [%CW] + b

a b

0.44 N 11.04 796.6

0.50 N 11.69 803.5

0.57 N 12.77 820.0

0.63 N 12.86 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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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MPa) = 573 + 468[wt.% N] + α[%CW]

+ β

(단, α = 10.3 [wt.% N], β = 2.5 [%CW])

여기서 α는 질소 함량에 따라 가공 경화 효과가 커지

는 것을 나타내며, β는 응력 완화 처리 전후의 인장 강

도 증가량을 나타낸다. Table 2에 있는 상수 a에 대하여

질소 함량에 따른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α가 얻어

졌다. 위의 식으로 계산된 인장 강도와 실제로 측정된

인장 강도를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 제조된 모든 시편들은 대부분 5 % 이내의 오차 범

위 내에서 거의 일치되었다. 이러한 반경험식에 따르면

GE 규격에서 가장 고강도(인장강도 1,370 MPa)인 리테이

닝 링 소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0.60 wt.%의 질소 첨가

시 40 % 이상의 냉간 가공이 요구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발전기에서 요구되는 인장 강도의 리테이닝 링

소재를 제조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반경험식은 적

절한 질소 함량과 냉간 가공량을 계산할 수 있는 유용

한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소 함량을 갖는 발전기용 오

스테나이트계 18Mn-18Cr 고질소강을 제조하고, 인장 특

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계산열역학

을 활용하여 오스테나이트계 18Mn-18Cr 고질소강의 평

형 상태도와 질소 고용도를 계산함으로써 열간 압연과

용체화 처리를 위한 적절한 공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

었다. 오스테나이트계 18Mn-18Cr 고질소강의 인장 강도

는 질소 함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만, 연신율은 감소

하였다. 오스테나이트계 18Mn-18Cr 고질소강의 인장 강

도는 냉간 가공량에 거의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

였으며, 증가되는 기울기는 질소 함량에 의존하였다. 오

스테나이트계 18Mn-18Cr 고질소강의 인장 강도에 미치

는 질소 함량, 냉간 가공량, 응력 완화 처리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여 인장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반

경험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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