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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사강(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

sitic steel, RAFM steel)은 미래 에 지원으로 각

받고 있는 핵융합 발 시스템의 구조용 소재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방사강은 화력발 용 소재

로 리 사용되어온 9Cr-1Mo계 내열강(P91, T91)과 

유사한 화학성분을 바탕으로 9Cr-1Mo계 내열강에 포

함되어 있는 고방사형 원소인 Mo과 Nb를 각각 W과 

Ta으로 체한 합 이다. 세계 각 나라에서는 Eurofer 

97 (유럽), F82H (일본), CLAM ( 국), IN-RAFM 

(인도) 등 각국 고유의 방사강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

국에서도 2010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재료

연구원을 심으로 한국형 방사강을 개발하여 왔다4,5). 

  한편, 최근에는 방사강 모재 개발과 더불어 방사

강에 한 용 특성 평가  용 재료 개발에 한 연

구들이  세계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Table 

1은 문헌조사를 통해 방사강 가스-텅스텐 아크용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을 한 용

 개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6-10). Table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모재와 동일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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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용 을 제작하여 GTAW 용 특성을 평가

하 다6,7). 이와 같이 용  조성이 모재와 동일한 경

우에는 모재와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용  조성에 

한 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Table 1에

서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에는 모재 비 용 에 Cr, 

Ta 함량을 낮추어 설계하 으며, 이는 높은 Cr 함량에 

따른 용 부 δ-페라이트 형성  높은 Ta 함량에 따른 

용 부 Ta-oxide 생성을 방지하기 함이다8-10). Zhu 

et al.6)에 따르면 모재(0.1 wt%) 비 높은 Ta을 첨

가(0.5 wt%)하는 경우, 용 부에서는 1㎛ 이상의 Ta- 

rich oxide가 생성되어 용 부 연성이 격히 떨어지

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강의 GTAW 용 용 Filler 

Wire 개발을 한 기  연구로서 Filler wire 후보 조

성을 가지는 소형 재를 제작 후, GTAW 용 을 통해 

이에 한 제살용  (autogeneous welding)을 실시

하 다. 이를 통해 후보 Filler wire를 용한 GTAW 

용 부를 모사하 으며, autogeneous 용 부에 한 

미세조직  기  물성 평가를 통해 GTAW 용 부 특

성을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사강 GTAW 용

용 Filler wire 후보합 의 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방사강의 

GTAW 용 용 Filler Wire 개발을 해 Filler wire 

후보 조성을 가지는 소형 재를 제작 후, 이에 한 

제살용  (autogeneous welding)을 실시하여 후보 

Filler wire를 용한 GTAW 용 부를 모사하고자 하

다. 이를 해 Table 2와 같이 Cr, W, Ta, Ti, Zr 

함량을 변화시킨 5종의 방사강 합  샘 을 제작하

다. 합  제작을 해서 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보

유하고 있는 진공용해로(Vacuum Induction Melting 

furnace)를 이용하여 소형 잉곳(1kg )을 제조하 으

며, 이후 잉곳 샘 들을 1200℃로 재가열 한 후 열간

압연을 통해 최종 두께 12mm의 재 샘 을 제작하

다. 

  다음으로 제작된 재 샘 에 해 TIG 용 기를 이

용하여 류 280 A, 압 12 V, 용 속도 10 cm/min

의 조건 하에서 autogeneous 용 을 실시하 다. 용

C Si Mn Cr W V Ta N, ppm

CLAM6)

(China)

Base steel 0.12 - 0.35 8.91 1.44 0.2 0.15 -

Filler wire
Higher Cr, W, and Ta contents

than base steel 0.12 - 0.35 9.8 2.00 0.19 0.5 -

Same with base steel composition 0.12 - 0.35 8.91 1.44 0.2 0.15 -

EUROFER7)

(EU)
Base steel 0.105 0.03 0.55 8.95 1.04 0.202 0.14 380

Filler wire Same with base steel composition 0.105 0.03 0.55 8.95 1.04 0.202 0.14 380

F82H8)

(Japan)

Base steel 0.09 0.07 0.1 7.84 1.98 0.19 0.04 70

Filler wire Higher Mn and lower Cr and Ta 
contents than base steel 0.08 0.1 0.49 7.38 2.04 0.22 0.026 64

F82H9)

(Japan)

Base steel 0.09 - - 7.90 1.81 0.2 0.03 -

Filler wire Higher W and lower Ta contents 
than base steel 0.08 - - 7.70 2.00 0.2 0.02 -

IN-RAFM10)

(India)
Base steel 0.10 0.03 0.50 9.06 1.35 0.23 0.08 200

Filler wire Higher Ta content than base steel 0.12 0.05 0.53 8.80 1.36 0.23 0.067 3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base steels and filler wires for GTA welding developed in each country6-10)

Alloys C Si Mn Cr W V Ta Ti Zr
A steel

(9Cr-1.2W-0.045Ta-Ti-Zr) 0.12 0.11 0.44 8.83 1.16 0.21 0.045 0.011 0.013

B steel
(9Cr-1.2W-0.06Ta-Ti-Zr) 0.11 0.11 0.43 8.78 1.14 0.21 0.060 0.012 0.010

C steel
(9Cr-1.2W-0.1Ta-Ti-Zr) 0.11 0.11 0.44 8.85 1.16 0.21 0.098 0.012 0.009

D steel
(8.5Cr-1.2W-0.1Ta-Ti-Zr) 0.11 0.11 0.44 8.32 1.13 0.21 0.096 0.012 0.011

E steel
(9Cr-1.0W-0.1Ta-Ti) 0.12 0.12 0.44 8.90 0.98 0.21 0.096 0.016 -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RAFM plates investigat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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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각 샘 에 해 730-750℃ 사이에서 30분 동

안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PWHT)

를 실시하 다. 

  PWHT 후, 각 샘 의 용 부 미세조직은 학 미경 

(Optical microscopy, OM)과 주사 자 미경 (Scan- 

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찰

하 다. 미세조직 찰을 해서 먼  샘 을 SiC pa-

per를 이용하여 기계 으로 연마한 후, 에탄올 (85 ml), 

염산 (10 ml), 질산 (5 ml)을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

여 에칭을 실시하 다. 용 부의 기계  성질은 상온 

인장시험과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해 평가하 다. 이때, 

샤르피 충격시험은 0℃에서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0℃ 충격특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방사강을 핵융합로

에 용 시에 성자 조사에 따라 성자 조사 취화가 

발생하여 DBTT (Ductile-to Brittle Transition Tem- 

perature)가 상승하고 USE (Upper shelf energy)가 

낮아지는 등 충격특성이 하락하는데 이를 비하여 일

반 으로 방사강에서는 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의 

충격특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au-

togeneous 용  후, 소한 용 부 크기를 고려하여 

All weld tensile test의 경우 다음의 Fig. 1과 같이 

ASTM 규격 비 축소한 치수를 가지는 시험편을 제

작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화학성분 변화에 따른 용 부 미세조직과 

기계  성질과의 상 계를 해석하기 해 상용 열역

학계산 로그램인 Thermo-Calc. software (TCFE 

12 database)를 이용하여 용 부 평형 상분율을 계산

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autogeneous 용 부 미세조직

  다음의 Fig. 2는 A steel에 해 autogeneous 

GTAW 용   PWHT 후, 용 부 단면을 찰한 사

진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ingle pass GTAW 

용  후 발생한 Fusion zone의 크기는 Width 14mm, 

Depth 3mm로 각각 측정되었다. 

  다음의 Fig. 3과 4는 Table 2의 각 합 에 해 

Fig. 2에서 보이는 Fusion zone의 미세조직을 각각 

OM과 SEM을 이용하여 찰한 결과이다. Fig. 3에서 

31.35 mm   

5 mm   

6.5 mm 

Thickness : 1 mm   

Fig. 1 Dimension of tensile test specimen detached from 
autogeneous GTA welds  

Fusion zone

HAZ
Base
metal

2mm

Fig. 2 Macrostructure in autogeneous GTA welds of A 
steel

50㎛

(a) (b) (c)

(d) (e)

50㎛ 50㎛

50㎛ 50㎛

Fig. 3 OM micrographs of autogeneous GTA welds after P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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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모든 합 은 Fusion zone에서 유사한 미세조

직을 가지며, 구오스테나이트 입계(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PAGB)에서 Lath type의 Martensite가 

발달한 것으로 단된다. Fig. 4의 SEM 미세조직 찰 

결과, Fusion zone의 미세조직은 Tempered mar-

tensite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autogeneous 용  후 

PWHT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Fig. 4에서 PAGB

와 Lath boundaries에는 조 한 Cr-rich M23C6 탄

화물이 발달하고 있으며, Lath 내부에는 미세한 Ta, 

Ti-rich MX 석출물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다른 연구6,11)에서는 GTAW 용  시, 

Fusion zone이나 HAZ에서 δ-ferrite의 발생에 해 

보고된 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4에서 

보듯이 autogeneous 용  시 이와 같은 δ-ferrite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autogeneous 용 부 기계  성질

  다음의 Fig. 5는 PWHT 후, 용 선을 따라 인장시

험편을 채취한 후 all weld metal의 인장 특성을 평

가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한 Cr, W, Zr, 

Ti 함량 하에서 Ta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 steel에

서 C steel로 갈수록)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모두 증

가하 으며, 이는 Ta 함량 증가에 따른 MX 석출물의 

석출 증가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다음의 Fig. 6은 

Thermo-Calc. software를 이용하여 각 합 의 평형 

MX 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Ta 함

량이 낮은 A steel에서 Ta 함량이 높은 C steel로 갈

수록 MX 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미세 석출물 분율을 증가는 인장시험 시 의 이

동을 방해함으로써 Fig. 4와 같이 석출강화효과에 따

라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Fig. 5에서 보면 일정한 W, Zr, Ti, Ta 

함량 하에서 Cr 함량이 감소(C steel vs. D steel)함

에 따라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모두 감소하 으며, 이

는 Cr 함량 감소에 따른 고용강화 효과의 감소  

M23C6 탄화물 석출 감소에 따른 석출강화 효과의 감소

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입계 M23C6는 

Fig. 4에서 보듯이 조 하게 석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Cr 함량에 따른 인장강도  항복강도의 감소는 

M23C6 탄화물 석출 감소에 따른 석출강화효과 감소 보

다는 Cr 함량 감소에 따른 고용강화 효과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Cr, Ta 함량에서 Zr을 이는 

신 Ti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C steel vs. E steel)

에는 유사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반면에 Table 3에서 

보듯이 충격 특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할 때 12), Ti 함

5 ㎛ 2 ㎛

Fig. 4  SEM micrographs of autogeneous GTA welds af-
ter P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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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s after P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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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quilibrium fraction of MX precipitate calculated 
by Thermo-Calc. software

Alloys
Charpy V-notch impact energy at 0℃, J/cm2

1st 2nd 3rd Average

A steel 105 100 115 106.7

B steel 95 70 75 80.0

C steel 95 100 95 96.7

D steel 115 100 120 111.7

E steel 130 110 155 131.7

Table 3 Results of the charpy V-notch impact tests in au-
togeneous GTA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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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증가에 따라 Fig. 6과 같이 고온안정성이 우수한 

MX 석출물의 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온에서 탄

소가 많이 소모됨에 따라 상 으로 낮은 온도에서 석

출되는 M23C6의 입계 석출이 감소함으로써 충격시험 

시 입계 균열 발생이 어들어 상 으로 충격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강 GTAW 용 을 한 후보 

Filler wire 합 에 한 autogeneous 용 을 통해 

방사강 GTAW 용 부를 모사하 으며, 용 부에 

한 미세조직  기계  특성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후열처리 후 용 부는 Tempered martensite 

기지 조직을 가지며, PAGB와 Lath boundaries를 

따라 조 한 Cr-rich M23C6 탄화물이 그리고 Lath 

내부에는 미세한 Ta, Ti-rich MX 석출물이 각각 분

포하 다. 

  2) Ta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 부의 강도는 증가

하 으며, 이는 미세한 MX 석출물 분율 증가에 따른 

석출강화 효과에 의한 결과이다.

  3) Cr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용 부 강도는 감소하

으며, 이는 M23C6 석출 분율 감소  고용강화효과 

감소에 기인한다.

  4) Ti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 부 충격특성이 향

상되었으며, 이는 고온 안정성이 우수한 MX 석출 증

가에 따른 입계 M23C6 석출 감소에 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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