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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용  (laser beam welding: LBW)  아크 

용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 Varestraint 

시험을 통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응고 균열 

발생 온도 범  (solidification brittle temperature 

range, BTR) 는 오스테나이트 단상 (A 모드), 오스

테나이트-δ 페라이트 (AF 모드), δ 페라이트-오스테나

이트 (FA 모드) 2상 응고의 각 응고모드  용  속도

에 따라 상이한 거동을 나타냄이 확인 되었다. 일반

으로 속 재료의 고액공존온도범 는 BTR 을 포함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 BTR 은 상부 온도 값과 하

부 온도 값으로 그 범 가 결정된다. 즉, BTR 의 상부 

온도 값은 응고시작온도 () 와 동등 수 일 것으로 

단되며, 용  응고시의 응고시작온도는 덴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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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온도로 추정 가능하다. 그리고 BTR 의 하부 온도 

값은 응고종료온도 () 와 유사한 값을 가질 것으로 

단되나, 응고 시에는 분배 계수에 상응하여 용질 원

소가 잔류 액상에 배출되는 응고편석이 발생한다. 즉, 

응고종료온도는 용질 원소의 응고편석 거동에 기반한 

편석 농도를 계산하고 농도를 온도 단 로 변환함으로

써 추정 가능하다. 즉, 용  속도에 따른 응고 과정의 

고액공존온도범  ( -) 변화의 해석을 통해 이  

용 부 BTR 변화 거동의 지배 인자를 검토 하고자 한

다. 자세한 해석 차는 자의 선행 연구 결과2,3) 를 

참조하 으며, 아래 (제 3 장) 는 고액공존온도범 의 

계산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2. 사용 재료

  응고균열 민감도를 평가하기 해 응고모드가 상이한 3 

종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즉 1 종의 STS310 

(A 모드), 2 종의 STS316 (AF, FA 모드) 을 사용

하 다. Table 1 은 각각의 화학 조성을 나타낸다. 편

의상 STS310 은 310, AF 모드의 STS316 은 

316-A, FA 모드의 STS316 은 316-B 강 으로 명명

한다.

3. 용  응고 시의 고액공존온도범  해석

3.1 응고시작온도의 계산

  응고시작온도 () 는 덴드라이트 선단온도 () 

의 계산을 통해 추정하 다. 덴드라이트 성장 이론인 

Kurz-Giovanola-Trivedi (KGT) 모델4-6)을 다원계에 

확장하여 사용하 다7,8). 덴드라이트 선단온도 () 

는 평형 액상선 온도 (
) 에서 과냉에 의한 온도 감

소분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2)

 는 조성  과냉도,  는 고액 계면의 곡률에 의

한 과냉도,  는 kinetic 과냉도,  는 셀 과냉

도를 각각 의미한다4-6). 따라서, 응고시작온도 () 는 

Eq. 3 으로 나타낼 수 있다9-12). 

     

           (3)

여기서, 
 은 합 원소  의 조성, 

 은 평형 액상선 

구배, 
 는 평형 분배계수, 

 는 속도 의존형 분배 계

수, 
  는 Ivantsov 의 해,  는 Gibbs-Thompson 

계수,  는 순철의 융 ,  는 융해열,  응고 속

도,  는 액상내의 음속,  는 온도 구배 이다. 조성

 과냉도 () 는 Fe 와 각 합  원소의 2원계 (Fe- 

C, Mn, Si, S, P, Cr, Ni, Mo) 에 해당하는 과냉도

를 합산하여 산출하 다. 한 AF 혹은 FA 모드의 2

상 응고를 나타내는 316-A, 316-B 강의 응고시작온

도 () 는 δ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에 해 각각의 

덴드라이트 선단온도 () 를 계산한 뒤, 2 상 에

서 보다 고온의 덴드라이트 선단온도를 응고시작온도 

() 로 채택하 다.

3.2 응고종료온도의 계산

  응고종료온도 () 는 응고 시 잔류 액상에서의 용질 

원소 농화 정도에 의존하는 것에 기반하여, 응고편석 

모델에 의해 도출된 각 용질 원소의 편석량을 온도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계산하 다. 본 응고편석 모델은 Fig. 

1 에 모식 으로 나타내고 있다. Morishita et al.13) 

가 제안한 비평형 응고 확산 모델에 기반하며, 덴드라

이트 단면 형상을 2 차원의 육각형으로 가정하는 유한 

차분법을 사용한다. 특히, 310 강과 316-A  316- 

B 강의 응고모드의 차이를 반 하기 해 310 강은 오

Materials C Mn Si S P Cr Ni Mo Fe

Type 310
(A mode) 0.050 0.81 0.69 0.0010 0.021 24.88 19.18 - Bal.

Type 316-A
(AF mode) 0.0085 0.79 0.44 0.0009 0.023 17.56 12.02 2.15 Bal.

Type 316-B
(FA mode) 0.0050 1.50 0.47 0.0010 0.029 18.51 11.50 2.28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used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  용 부의 응고균열 거동 (Part 2)

한용 ․ 합학회지 제34권 제5호, 2016년 10월 473

63

스테나이트 단상 응고를, 316-A  316-B 강은 오스

테나이트-δ 페라이트 2상 응고 (분리 공정, divorced- 

eutectic) 모델을 각각 용하 다. 덴드라이트 심에

서 단계 으로 응고가 진행되며 응고 진행 시 고액 계

면의 이동  용질 원소의 분배 등은 Fick 의 제 1 법

칙에 기 하여 계산 하 다. 

  (4)

 는 확산 계수,  는  번 째 요소에서의 용질 원소 

농도, 그리고  는 요소간 간격을 의미한다. 응고 진

행 () 에 따른 각 요소간 용질 원소 변화량 () 

는 Eq. 5 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는 최소 요소에서  번 째 요소까지의 면 ,  는 응

고 시간 간격,  는  번 째 요소의 간격, 
 는 

번 째 요소의 직  응고 시간 간격에서의 용질 원소의 

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310 강과 316-A  316-B 

강의 상이한 응고모드를 반 하기 해 310 강의  

(triangle 모델) 는 

  (6)

316-A, B 강의  (quadrangle 모델) 는 

  (7)

으로 각각 설정 하 다. 고상과 액상 계면에서의 용질 

농도는 속도 의존형 분배 계수 () 를 통해 Eq. 8 로 

나타내었다.

  (8)

여기서, 
 는  번 째 요소의 고상 상태에서의 용질 원

소 농도, 
  는  번 째 요소 액상 상태에서의 용

질 원소 농도를 의미한다. 상기의 응고편석 모델은 Eq. 

3 으로부터 계산된 응고시작온도부터 개시 하 다. 2 

상 응고하는 316-A, 316-B 강은 Eq. 3 을 통해 얻어

진 제 2상의 덴드라이트 선단온도 () 부터 제 2상

의 응고 계산을 개시하도록 설정 하 다. 제 2상 정출 

후 정상과 제 2상의 단계  응고는 Eq. 9 에 기반하

여 계산된 각 상 방 잔류 액상의 액상선 온도 () 

가 낮은 상이 우선하여 진행되도록 하 다. 

  (9)

여기서, 
 는 Boettinger et al.9) 에 의해 제안된 속도 

의존형 액상선 구배이다. 상기의 응고편석 계산은 BTR 과 

응고 시 액상 잔존량과의 상  계에 한 Nishimoto et 

al. 의 선행 연구 결과14) 를 참조하여 응고 진행률 95% 

까지 계산하 으며, 최종 잔류하는 5% 액상 내의 평균 

용질 원소 농도를 응고편석 된 농도로 취하 다. 각 용질 

원소의 응고편석은 Fe 와의 2원계 (즉, Fe-C, Mn, 

Si, S, P, Cr, Ni, Mo) 를 상으로 진행하 고, 응고

종료온도 () 는 5% 잔류 액상 내 각 용질원소의 편

석 농도를 상용 열역학 계산 소 트웨어 Thermo-Calc 

(SSOL4) 에 입하여 도출하 다. 

3.3 해석 조건

  본 해석에 사용된 재료 상수들을 Table 2  315-17) 

에, 해석 조건은 Table 4 에 각각 나타내었다. 용  

속의 미세 조직학  검토에 기 하여 덴드라이트 단

면 반경은 용  속도 (응고 속도) 에 계없이 10 ㎛, 

요소 분할 수는 100 개로 설정 하 다. 응고 속도 (덴

드라이트 성장 속도) 는 용  속도와 동일, 각 합  원

소간 확산 등의 상호 작용은 무시하 다. 냉각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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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s Values

Equilibrium liquidus temperature (K)

Type 310 1653.7 (Thermo−Calc, SSOL4)

Type 316-A
γ: 1688.2 (Thermo−Calc, SSOL4)

δ: 1687.8 (Thermo−Calc, SSOL4)

Type 316-B
γ: 1669.2 (Thermo−Calc, SSOL4)

δ: 1688.8 (Thermo−Calc, SSOL4)

Length scale for solute trapping (m) 5.0×10-9

Gas constant (J/mol K) 8.31446

Liquidus temperature of pure Fe (K) 1803

Sonic velocity in liquid (m/s) 2000

Gibbs−Thomson coefficient (Km)
γ: 3.2×10-7

δ: 2.6×10-7

Enthalpy of fusion (J/kg)
γ: 237201

δ: 221381

Table 3  Material constants used for numerical calculation of solidification initiation and completion temperatures in bina-
ry systems of Fe-C, S, P, Cr, Ni, Si, Mn and Mo (for KGT and solidification segregation models)

Constants C S P Cr Ni Si Mn Mo
Equilibrium partition

coefficient in γ
0.40 0.02 0.11 0.88 0.95 0.61 0.85 0.61

Equilibrium partition
coefficient in δ

0.20 0.05 0.14 1.02 0.77 0.62 0.74 0.86

Equilibrium liquidus
slope in γ (K/mass%) -39.6 -21.0 -20.6 -1.96 -2.20 -12.1 -3.71 -2.76

Equilibrium liquidus
slope in δ (K/mass%) -59.0 -26.5 -24.6 0.34 -3.47 -12.0 -4.19 -1.29

Diffusion coefficient in
liquid (10-7m2/s) 5.20 41.4 0.43 2.67 4.92 0.51 4.6 0.61

Activation energy for
diffusion in liquid (kJ/mol) 19.1 87.9 33.5 67.2 68.0 38.4 70.6 42.0

Diffusion coefficient in γ

(10-4m2/s) 2.30 0.75 8.70 0.17 0.77 0.30 0.16 0.036

Diffusion coefficient in δ

(10-3m2/s) 0.002 0.14 29.0 3.70 0.97 0.17 0.15 15.0

Activation energy for
diffusion in γ (kJ/mol) 148 236 273 264 281 252 262 240

Activation energy for
diffusion in δ (kJ/mol) 83.9 203 271 267 262 229 234 283

Table 4  Conditions for numerical calculations

Calculation conditions

Dendrite radius (㎛) 10.0

Number of mesh division 100

Welding speed (mm/s) 1.67 (GTAW), and 20.0, 40.0 (LBW)

Cooling rate (K/s)

Welding speed 1.67 mm/s: 240

Welding speed 20.0 mm/s: 1200

Welding speed 40.0 mm/s: 1940

Table 2 Material constants used for numerical calculation of solidification initiation temperature (for the KG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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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치에 기반하여 1.67 mm/s 의 아크 용 부에는 

240 K/s, 20.0  40.0 mm/s 의 이  용 부에는 

1200, 1940 K/s 를 각각 용하 다.

4. 이  용 부 응고균열 민감도 지배 인자

4.1 용  속도에 따른 불순물 원소의 응고편석 
거동

  스테인리스강의 다양한 합  원소  불순물 원소 S 

 P 의 응고편석 거동은 응고 균열 발생 여부  그 

민감도에 크게 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8-20). 

Fig. 2 는 310, 316-A  316-B 강에 한 S 의 응

고편석 이력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오스테나이트 

단상 응고 하는 310 (Fig. 2(a)) 강의 경우 그래  x 축 

원 에서 오스테나이트 상의 응고가 시작 되었으며, 오

스테나이트-δ 페라이트 상의 분리 공정 2상 응고모드를 

가지는 316-A  316-B (Fig. 2(b), (c)) 강은 그래

 x 축 양 끝 에서 오스테나이트  δ 페라이트 

상의 응고가 시작 되었다. 세 강종 모두 응고 진행에 

따라 S 의 편석은 심화되고, 응고 종료 시 (= 응고 진

행률 95%) 잔류 액상에는 상당량의 S 가 농화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 계수 상승에 의한 S 의 solute trap 상을 확인 

할 수 있으나, 316-A  316-B 강의 경우에는 δ 페

라이트 상의 응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

다. Fig. 3 은 응고 종료 시 잔류 액상 내 S 의 응고

편석 농도와 용  속도와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용

 속도 증가에 따른 310 강의 S 편석 농도는 감소하

여, 고속의 이  용  용에 따라 응고편석은 완화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16-A  316-B 강의 S 편

석 농도는 반 로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고 있어, 

이  용  용은 응고편석을 심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기의 S 응고편석 거동은 불순물 원소 P 에 

해서도 유사함을 확인 하 다. 용  속도에 따른 불순

물 원소 S  P 의 응고편석 거동은 강종, 즉 응고모

드에 따라 각각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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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  속도에 따른 고액공존온도범  변화

  Fig. 4 는 310, 316-A  316-B 강에 해 용  

속도에 따른 응고시작온도 (), 응고종료온도 () 그

리고 고액공존온도범  ( - )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310 강은 (Fig. 4(a)),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응고시작온도의 감소 (조성  과냉에 기인)  응

고종료온도의 증가로 인해 고액공존온도범 는 축소됨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316-A (Fig. 4(b))  316- 

B (Fig. 4(c)) 강의 경우, 용  속도 증가에 따라 덴

드라이트 과냉에 의한 응고시작온도 감소에도 불구하

고, 응고종료온도가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고액

공존온도범 는 반 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더불어, AF 모드 응고의 316-A 강과 FA 모드의 

316-B 강 모두 고액공존온도범 가 증가하지만 그 증

가 폭은 316-B 강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 고액공존

온도범 의 해석 결과는 LBW Varestraint 시험으로

부터 얻은 BTR 변화 거동과 한 계가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316-B 강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용  속도 범 에서는 δ 페라이트상의 덴드라이트 

선단온도가 오스테나이트상의 선단온도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FA → AF 모드로의 응고모드 천이

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Fig. 5 는 LBW  GTAW Varestraint 시험으로

부터 평가한 BTR 실측치와 고액공존온도범  계산치

와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으로부터 얻은 

BTR 과 고액공존온도범  사이에는 비교  높은 상

성 (R2 = 0.76) 이 확인 되어 본 고찰에 사용된 해석 

이론은 용  속도 변화에 따른 이  용 부의 BTR 

변화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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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용  속도에 따른 분배 계수  δ 페라이트 
정출 거동

  Fig. 4 에 나타내었듯이 세 강종 모두 용  속도 증

가에 따라 응고시작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동일하다. 

하지만 응고종료온도의 변화 거동은 강종 별로 상이하

고, 이로 인해 고액공존온도범 가 결정됨을 알 수 있

다. 즉, 용  응고 거동에서 고액공존온도범 를 결정

하는 것은 응고편석에 지배되는 응고종료온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용  속도 변화에 따른 이  

용 부 응고균열 민감도 지배인자는 불순물 원소 S  

P 의 응고편석에 기반하여, 분배 계수  δ 페라이트 

정출 거동을 통해 검토하 다.

  Fig. 6 은 용  속도에 따른 불순물 원소 S, P  합

 원소 Cr, Ni 의 속도 의존형 분배 계수 (
) 의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각 원

소의 분배 계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고, 타 용질 원소

에 해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 되었다. 즉, 용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상으로의 합  원소 분배는 증가

하고 그로 인해 잔류 액상내의 합  원소 편석량은 감

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310 강의 경우, 용  속도 증가

에 따라 BTR 이 감소 거동을 나타내는 것은, 덴드라이

트 과냉에 의한 응고시작온도의 하  분배계수 증가

가 야기한 합  원소의 응고편석량 감소로 응고종료온

도가 상승하여, 고액공존온도범 가 축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7 은 오스테나이트  δ 페라이트의 2 상 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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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316-A, 316-B 강에 해 용  속도 증가

에 따른 δ 페라이트 상의 정출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두 강종 모두 용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δ 페라이

트상 정출량은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δ 페라이

트는 오스테나이트 상에 비해 불순물 원소 S  P 의 

고용도가 커 δ 페라이트상의 정출에 의해 불순물 원소

의 응고편석량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따라

서, 용  속도 증가에 따라 316-A  316-B 강의 BTR 

이 증가하는 것은 덴드라이트 과냉에 의한 응고시작온

도의 감소  분배 계수 증가에 의한 응고편석 억제에

도 불구하고, δ 페라이트상의 정출량 감소로 인한 불순

물 원소의 응고편석량 증가 (Fig. 3 참조) 가 응고종료

온도를 보다 큰 폭으로 감소시켜 고액공존온도범 가 

확 되기 때문으로 단되었다. 한, AF 모드 응고하

는 316-A 강 보다 FA 모드 응고의 316-B 강의 BTR 

증가폭이 큰 것은 316-B 강의 δ 페라이트상의 정출량 

감소 폭 (49.6% → 30.7%) 이 316-A 강 의 δ 페라

이트상의 정출량 감소 폭 (16.0% → 10.0%) 보다 크

고, 그로 인해 증가된 S  P 의 응고편석량 (Fig. 3 

참조) 이, 고액공존온도범 를 보다 확  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  용 부의 용  속도 변화에 따른 응고균열 민감

도는 용  응고시의 δ 페라이트 정출량과 불순물 원소 

(S, P) 편석 거동에 따른 고액공존온도범 에 의해 지

배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5. 결    론

  응고모드  용  속도에 따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리스강 이  용 부의 BTR 변화 거동을 용  응

고 과정 의 덴드라이트 과냉  응고편석 거동의 해

석을 통해 이론 고찰하 다. 아래는 그 결과를 요약한다. 

  1) KGT 모델 (응고시작온도 계산)  응고편석 모

델 (응고종료온도 계산) 을 이용한 용  응고 시의 고액

공존온도범  해석을 통해 310, 316-A  316-B 스

테인리스강 이  용 부의 용  속도에 따른BTR 변

화 거동을 이론 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2) 이  용 의 용  용  속도의 증가에 따라 

310 스테인리스강의 BTR 이 감소하는 것은, 덴드라이

트 과냉도 증가로 인한 응고시작온도의 감소 효과  

분배 계수 증가에 의한 합  원소의 응고편석량 감소로 

인해 응고종료온도의 증가 효과로, 고액공존온도범 가 

축소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3) 이  용 의 용  용  속도의 증가가 316- 

A, 316-B 강의 BTR 을 증가시키는 것은, 덴드라이트 

과냉  분배 계수 증가에 의한 합  원소의 응고편석

량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δ 페라이트상의 정출량 감

소로 인해 불순물 원소 S  P 의 응고편석이 심화됨

에 따라 고액공존온도범 가 확 되기 때문으로 단되

었다.

  4) FA 모드 응고하는 316-B 강이 AF 모드 응고하

는 316-A 강 보다 이  용  용에 따른 BTR 증

가 폭이 큰 이유는, 316-B 강의 δ 페라이트상 정출량 

감소 폭 (49.6% → 30.7%) 이 316-A 강 의 δ 페라

이트상의 정출량 감소폭 (16.0% → 10.0%) 보다 크

고, 그로 인해 심화된 S  P 의 응고편석으로 보다 넓

은 고액공존온도범 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이  용 부의 용

 속도 변화에 따른 응고균열 민감도는 용  응고시의 

δ 페라이트 정출량과 불순물 원소 S  P 의 응고편석 

거동에 따른 고액공존온도범  변화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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