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5.25.4.183
Korean J. Mater. Res.
Vol. 25, No. 4 (2015)

183

모사원전환경에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 평가

민기득
1
·이봉상

2
·김선진

1†

1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안전연구부

Fatigue Crack Growth Behavior of Austenite Stainless Steel in

PWR Water Conditions

Ki-Deuk Min1, Bong-Sang Lee2 and Seon-Jin Kim1†

1Hanyang University, Division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133-791, Korea
2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Nuclear Materials Research Division, Daejeon 305-353, Korea

(Received February 13, 2015 : Received in revised form March 27, 2015 : Accepted March 29, 2015)

Abstract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s were conduct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dissolved hydrogen (DH) level, and

frequency in a simulated PWR environment. Fatigue crack growth rates increased slightly with increasing temperature in air.

However,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did not change with increasing temperature in PWR water conditions. The DH levels

did not affect the measured crack growth rate under the given test conditions. At 316 oC, oxides were observed on the fatigue

crack surface, where the size of the oxide particles was about 0.2 µm at 5 ppb. Fatigue crack growth rate increased slightly

with decreasing frequency within the frequency range of 0.1 Hz and 10 Hz in PWR water conditions; however, crack growth

rate increased considerably at 0.01 Hz. The decrease of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PWR water condition is attributed to

crack closure resulting from the formation of oxides near the crack tips at a rather fast loading frequency of 10 Hz.

Key words type 347 stainless steel, environmental fatigue, PWR environment, fatigue crack growth rate.

1. 서  론

한국형 가압경수로에 사용되는 가압기 밀림관은 가압

기와 고온관을 연결하는 배관으로서 평균온도 316 oC, 평

균압력 150기압 환경에서 가동되고 있다. 가압기 밀림관

은 온도와 압력변화에 의한 반복적인 열적/기계적 하중

에 의하여 피로손상이 발생하고 원전냉각수 환경에 노

출됨으로써 환경적인 영향으로 환경피로손상이 가속된다.

따라서 고온, 고압에서 가동되는 가압기 밀림관에 사용

되는 재료는 우수한 내부식성, 높은 고온강도, 우수한 피

로특성을 요구하게 되므로 Nb을 첨가하여 고온강도를 향

상시킨 Type 347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

고 있다.1) 최근 보고에 따르면 원전환경에서 피로수명은

공기중에서 피로수명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저

주기 환경피로수명평가를 통해 원전환경에서 피로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원전 냉각수내의 용존산소,

온도, 변형률속도임을 알 수 있었다.2-6) 저주기 피로시험

후 striation을 측정하여 균열길이와 균열성장 관계에 의

하면 원전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7) 하지만 저주기 피로시험 후 striation 측정에 의

한 피로균열성장률 평가로 원전환경과 피로균열성장과 관

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때문에 모사원전환경에서 피

로균열성장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괴역학적 시편인 CT(compact

tension)시편을 사용하여 모사원전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

률을 평가하였다. 모사원전환경이 피로균열성장률에 미치

는 영향과 frequency의 변화에 따른 Type 347 스테인리

스강의 피로균열성장률을 평가하였으며, 모사원전환경이

피로균열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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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환경피로시험기 설계조건

원자력발전소 1차 냉각수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고

온고압의 피로균열성장 실험장치는 다음의 설계조건이 만

족해야 된다.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 용존수소

(Dissolved hydrogen: DH), pH, 전기저항(Conductivity)

등의 수화학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피로실험 하

중장치는 하중제어(Load control)가 가능하고 하중반복속

도(Frequency)의 조절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

대하중 2.5 KN, 최대하중반복속도 30 Hz, 최대온도 400
oC, 압력 4000psi까지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2 수화학 루프 및 피로시험장치

환경피로시험기의 전체구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수

화학 루프 제작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시 안전과 편

리성이다. 운전시 안전을 위하여 기계적 안전장치와 배

관의 파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센서를 장

착하였다. 그리고 루프의 사용성을 편리하게 Fig. 1(a)와

같이 센서와 밸브를 전편에 배치하였다.

환경피로 시험장치의 전체적인 형상은 Fig. 1(b)와 같

이 autoclave, 시험편을 고정하는 jig, load cell 그리고

pressure balance로 구성되어 있다. 

2.3 재료 및 시편

연구재료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가압기 밀림관 재료와

동일한 규격인 32 mm 판재의 상용 Type 347 스테인리

스강이다. 재료의 자세한 화학적 조성은 Table 1에 나타

냈다. 실험 전 재료의 균질화를 위해서 재료는 1050 oC

에서 1시간동안 용체화 열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압연방향(T-L)에

서 채취하였다. 인장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표점거리 25

mm, 직경 6.35 mm의 봉상시편을 사용하였다. 시험온도

는 25 oC와 원전가동온도인 316 oC에서 ASTM E88)에

따라 5.2 × 10−4/s의 변형률속도로 진행하였다. 피로균열성

장률 시험에는 폭 25.4 mm, 두께 5 mm인 CT(Compact

Tension) 시편을 사용하였다. 

2.4 피로균열성장률평가

모사원전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률 시험 전에 시편의 초

기균열이 0.24 w가 되도록 공기 중에서 예비피로균열을

삽입하였다. 모사원전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 측정은

Fig. 1과 같이 모사원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loop와

autoclave가 장착된 피로시험장치를 사용하였다. 

모사원전환경 조성에는 15~17 MΩ 의 초순수를 사용

하였으며, 용존산소는 5 ppb, 용존수소는 0~50 cc/kg(cc

(STP)/kg-H2O), pH는 7의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실험온

도는 원전가동온도인 316 oC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에서 사

용된 자세한 모사원전환경을 Table 2에 나타냈다. 피로

균열성장률 평가는 ASTM E6479)에 따라 일정하중에서

ΔK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하중비(R-ratio)

는 0.1, 하중반복속도(frequency)는 0.01~10 Hz 조건으로

실험을 하였다. Auotoclave 내부에서 피로균열길이 측정

Fig. 1. Environmental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system. (a)

Loop system, (b)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specimen load on

test rig.

Table 1. Chemistry of Type 347 stainless steel(wt%).

C Cr Ni Mn Nb Si

0.043 17.08 9.11 1.84 0.52 0.39

Table 2. Simulated water chemistry conditions.

Pressure 2250 psi

Dissolved Hydrogen(DH) 0-50 cc/kg

Dissolved Oxygen(DO) 5 ppb

Conductivity 0.05 μs/cm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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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류전위차법(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DCPD)

을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측정방법은 ASTM E6479)에 제

시되었다. 피로균열성장률 평가 후 파괴된 시편을 통해

서 측정한 균열 길이와 DCPD를 이용한 균열길이를 비

교해본 결과 두 결과가 잘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5 피로균열파면 분석

피로균열성장률 시험 후 파면은 냉전계방출 주사전자

현미경(Cold Typ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Hitachi S-480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표

면산화막의 조성은 X-선 광전자분광기(X-Ray Photoelec-

tron Spectroscopy, XPS ULVAC-PHI)를 통하여 분석하

였다.

3. 실험 결과

3.1 인장특성

Fig. 2는 각 온도에 따른 재료의 인장시험 결과를 strain-

stress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인장시험 결과 25 oC에

서는 항복강도 242Mpa, 인장강도 657Mpa, 연신율 73 %

로 나타났다. 316 oC에서는 항복강도 156Mpa, 인장강도

419Mpa, 연신율 38 %로 나타났다. 316 oC의 인장곡선에

서는 serration이 관찰되었으며, 온도가 증가하면 항복강

도,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

도가 증가하면 연신율은 감소하였는데, 오스테나이트 스

테인리스강의 경우 고온에서 동적변형시효(Dynamic strain

aging)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3.2 피로균열성장률

Fig. 3은 공기중에서의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

균열성장률을 평가한 것이다. 온도가 25 oC에서 316 oC

로 증가하면 피로균열성장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4는 모사원전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을 평가

하여 나타낸 것이다. 모사원전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률은

온도가 증가하여도 피로균열성장률 변화가 없었다. 모사

원전환경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은 공기중에서의 피로균열

성장률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모사원전환

경에서 frequency의 변화에 따른 피로균열성장률을 평가

Fig. 3. da/dN-ΔK curves for Type 347 stainless steel in air.

Fig. 4. da/dN-ΔK curves for Type 347 stainless steel in PWR water

conditions.Fig. 2. Stress-strain curves of Type 347 stainless seel tested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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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Frequency가 10 Hz에서 0.01 Hz로 감소하면

피로균열성장률은 증가하였다. 특히 0.01 Hz로 감소하면

피로균열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3.3 피로파면 관찰

피로균열성장에 미치는 모사원전환경의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 피로파면을 관찰하여 Fig. 6에 나타냈다. Fig.

6(a)의 25 oC에서는 산화물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Fig. 6(b)의 316 oC에서는 0.2 μm 크기의 산화물들이 관

찰되었다. 일반적으로 모사원전환경에 노출된 오스테나이

트 스테인리스강은 두 층으로 구성되는 산화막과 산화

물들이 발달된다. 미세한 입자, 크롬이 풍부한 내부 층

과 크고 중간크기의 입자, 결정체, 니켈이 풍부한 외부

층으로 구성된다. Chopra2)의 결과에 의하면 오스테나이

트 스테인리스강에서 피로균열성장에 의한 파면에 생성

되는 자세한 산화물의 종류로 내부층에서는 chromium-

rich spinel NixCryFe3-x-yO4와 Cr2O3 + FeCr2O4, Fe3O4,

NiO·(Cr,Fe)2O3 또는 NiFe2O4, FeCr2O4 spinel chromite

등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Sarata11)의

EFTEM(Energy Filtere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

copy) 및 EELS(Electron Energy Loss Spectroscopy) 분

석에 의하면 주로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물은 magnetite

crystallites인 Fe3O4가 생성되고 FeCr2O4와 chromium

layer가 내부에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에서 생성된 산화물의 성분을 XPS로 분석하여 Fig. 7

에 나타냈다. Fe원소의 결합에너지 분석에 의해서 표면

산화물의 종류는 Sarata의 연구와 같은 Fe3O4였다.11-14) 

Fig. 5. Effect of frequency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 in PWR water conditions.

Fig. 6. Fatigue fracture surface for Type 347 stainless steel in PWR water conditions. (a) 25
o
C, (b) 316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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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4.1 항복강도의 영향

공기중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은 온도가 증가하면 빨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중 316 oC에서 피로균열성장

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는 균열선단에서의 산화

막과 항복강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로균열

성장률은 재료의 항복강도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5-17) 항복강도가 증가하면 소성영역의 감소

로 인해 피로균열성장 저항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시험

온도가 증가하면 항복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소성영역의

증가로 인하여 빠른 균열성장을 하게 된다.18) 본 연구에

서 인장시험결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강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기중에서는 항복강도

저하에 따른 소성영역의 증가로 인하여 피로균열성장률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기중의 피로균열

성장률과 다른 경향을 나타낸 모사원전환경에서 피로균

열성장률은 항복강도의 영향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4.2 산화물의 영향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여 산화물이 파면에 존재하

게 되면 균열사이에 산화물로 인하여 응력확대계수가 최

소값에 도달하기 전에 균열의 접촉이 발생하는 균열닫

힘현상이 나타난다.18,19) 모사원전환경에서 직접 균열닫힘

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

열닫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방법인 균

열성장임계응력인 ΔKth를 측정하였다. 피로균열성장시 균

열닫힘이 발생하면 피로균열성장률은 감소하고 임계응력

확대계수(ΔKth)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1) 모

사원전환경 316 oC에서는 산화물들이 생성되었고, 피로균

열성장률은 공기중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Fig. 8과 같이 모사원전환경에서의 균열성장임계응

력인 ΔKth가 공기중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산화물에 의한 균열닫힘이 발생하면 임계

응력확대계수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모

사원전환경에서 온도가 증가하여도 25 oC와 동일하게 나

타나는 피로균열성장률은 산화물 생성으로 인한 균열닫

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4.3 Frequency의 영향

모사원전환경에서 frequency가 증가하면 모사원전환경영

향에 따른 피로균열성장률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피

로균열성장시 frequency가 증가하면 crack tip opening

time(CTOT)이 감소하기 때문에 균열선단에서 수화학환

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 환경의 영향이 미비하다.22) 따라

서 실제원전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fre-

quency에서 모사원전환경이 피로균열성장률에 미치는 영

Fig. 7. X-ray photoelectron spectra for the surface of Type 347

stainless steel tested in PWR water conditions: (a) Fe 2p (b) O 1s.

Fig. 8. Threshold stress intensity factor (ΔKth) of Type347stainless

steel tested in air and PWR wat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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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0 Hz에서는 cycle 마다 수화

학 분위기가 균열선단과 충분히 반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화학 분위기가 피로균열성장에 미

치는 영향이 미비해,22) 기계적 영향인 균열닫힘이 더 크

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frequency가 감소

하면 균열선단이 모사원전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

하기 때문에 모사원전환경에 의한 부식의 영향으로 피

로균열성장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저

주기 환경피로 수명평가에서 strain rate 감소에 따른 피

로수명이 감소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일

반적으로 수화학환경에 노출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식 (1)과 같이 부식반응을 일으킴에 따라 수소유

기균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23) 

Fe + 2H2O → Fe(OH)2+ 2H++ 2e− (2)

수소유기균열이 발생하면 재료의 피로수명 감소와 피

로균열성장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24-27) 일반적으로

수소유기균열은 고온, 고압의 수소가스 분위기나 재료의

부식반응에 따라 발생한 수소이온이 재료내부로 확산되

어 일으킨다.28,29) Fig. 9에서와 같이 모사원전환경에서 수

소 분압에 따른 수소유기균열 영향 평가에서 용존수소

가 0~50 cc/kg으로 증가하여도 피로균열성장률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사원전환경에서 수소분

압이 증가하여도 수소유기균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

Fig. 9. Effect of dissolved hydrogen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 stainless steel in PWR water conditions.

Fig. 10. Effect of frequency on Fatigue fracture surface for Type 347 stainless steel in PWR water conditions. (a) 10 Hz, (b) 1 Hz, (c)

0.1 Hz, (d) 0.0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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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그리고 수소유기균열이 발생하면 파면에 입계파

괴가 나타난다. 하지만 Fig. 10과 같이 본 연구의 각 fre-

quency의 피로파면에서는 입계파괴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존수소에 따른 피로균열성장률과

피로파면의 관찰결과 수소유기균열의 영향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Frequency의 감소에 따른 피로균열성장률 증가는 모사

원전환경 영향에 따른 재료의 부식으로 균열성장이 비

교적 쉽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1은

각 환경에서 균열선단(crack tip)을 FE-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모사원전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시 균열선단에서

부식이 진행되면 무딘 균열선단을 나타낸다.4) Frequency

가 감소함에 따라 균열선단이 좀 더 무뎌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낮은 frequency에서 재료의 부식이 더 많

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낮은 frequency에서 증가한

피로균열성장률이 부식의 영향인지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

하여 부식저항성이 비교적 우수한 Type 347N을 이용하

여 10 Hz와 0.1 Hz에서 피로균열성장률을 평가하여 Fig.

12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질소가 첨가되면 부식저항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0-33) Type 347N에서 frequency가 10 Hz에

서 0.1 Hz로 감소하여도 피로균열성장률은 변화가 없었

다. 부식저항성이 우수한 Type 347N의 피로균열성장률이

frequency 감소에 따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Type 347의 피로균열성장률 증가는 부식의 영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frequency의 감소에 따른 피

로균열성장률 증가는 균열선단이 모사원전환경에 노출되

는 시간 증가에 따른 부식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공기중과 모사원전환경에서 Type 347 스테인리스강의

피로균열성장률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공기중에서 25 oC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 보다 원전

가동환경인 316 oC에서의 피로균열성장률은 증가하였다.

반면에 모사원전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률은 온도가 증가

하여도 피로균열성장률의 변화는 없었다. 

2) 모사원전환경 316 oC의 피로파면에서는 산화물들이

관찰되었으며, 산화물의 크기는 0.2 μm로 측정되었다. 모

사원전환경에서 피로균열성장률이 각 온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이유는 산화물에 의한 균열닫힘의 영향으로 판

단된다.

3) Frequency가 10 Hz에서 0.01 Hz로 감소하면 피로균

열성장률은 증가하였다. 특히 0.01 Hz의 피로균열성장률은

크게 증가하였다. Frequency의 감소에 따른 피로균열성장

률 증가는 CTOT 증가에 의한 부식영향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모사원전환경에서 피로

균열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는 모사원전환경

에서 발생하는 산화물과 frequency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

으로 보인다.

Fig. 11. Effect of frequency on Fatigue crack tip for Type 347 stainless steel in PWR water conditions at 316
o
C. (a) 10 Hz, (b) 1 Hz,

(c) 0.1 Hz.

Fig. 12. Effect of frequency on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47N stainless steel in PWR wat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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