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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용착 속상태에서 그물망 용 조직을 

갖도록 합 설계된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재를 개

발하기 하여 열간  냉간성형성과 질소 함량에 한 

효과를 심으로 용 재료를 연구하 다. 일 트로슬래

그 클래딩 공정1-3)(Electroslag Cladding Process)은 

형구조물의 합에 주로 이용되는 일 트로슬래그 용

법4)을 산업구조물의 표면피복에 합하게 응용한 오

버 이 용 공정이다. 이 오버 이 공법은 스트립을 극재

로 이용하는 서버머지드 아크 클래딩 공정5) (Submerged 

Arc Cladding Process)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공법간의 차이는 모재의 용입과 극재와 럭스

의 용융을 발생시키는 방법에 있다. 일 트로슬래그 클

래딩 공정은 도성의 용융 슬래그를 통하여 흐르는 

류에 의한 항열로부터 필요한 열을 얻는 반면에 서버

머지드 아크 클래딩법에서는 기 인 아크열에 의해 

필요한 열량을 공 받는다. 한 이러한 차이로 일 트

로슬래그 클래딩법은 항열을 이용하므로 다른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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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법에 비해 용착률/희석률의 비가 매우 높기 때문

에 매우 효율 인 오버 이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 탄소강이나 합 강을 모재로 하여 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 스강6-9)이나 듀 스 스테인 스강
10)을 표면에 강화하여 비용으로 고  성능을 구 하

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상 으로 페라이트계나 마

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으로 클래딩하는 연구논문은 

다소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연속주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

되는 연주 가이드롤의 오버 이 용 에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을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용 스트립재를 

확보하기 한 량생산 가능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특

히 용착 속상태에서 그물망 용 조직을 갖도록 합 설

계된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재를 개발하기 

하여 열간  냉간성형성과 질소 함량에 한 효과를 

심으로 용 재료를 연구하 다. 그리고 시제조된 스

트립재를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하여 인장특성  열피

로 특성을 평가하여 기존 잠호용 법에 의한 오버 이

재와 비교분석하 다. 

2. 실험방법

2.1 합 잉곳 비  열간․냉간 압연시험

  본 연구에서는 델타-페라이트 분율과 Cr/Ni 당량에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물망 용 조직을 갖도록 

합 설계된 내열용 스텐 스강 합 의 화학성분을 기

으로 3종의 스텐 스강이 진공유도용해로에서 25kg의 

잉곳으로 제조되었다. 이들 주조체는 N을 0.006-0.1% 

수 으로 변화시킨 것이고 화학성분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모든 잉곳은 주조시에 발생하는 수축공 부 를 

단하여 제거시킨 후에 열간압연 공정에 투입하 다. 

  열간압연 조건은 1250℃에서 2시간동안 열처리로에서 

균질화처리한 후에 일  공정에 의해 열간압연하는 방식

을 채택하여 수행하 다. 최종 열간압연 재는 ~6mm

의 두께로 제조되었다. 열간압연된 재는 기계가공에 의

해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고 최종 5.4mm로 연삭하여 

가공되었다. 열간압연재는 770℃에서 8시간동안 유지

한 후에 분당 30℃로 냉각하는 열처리공정을 통하여 

연화처리한 후에 냉간압연을 수행하 다. 냉간압연은 3

종의 열간압연재를 일정길이로 단하여 각 강재에 

해 10-90% (7종류)의 압화율로 각각 냉간압연하 다.

2.2 경도, 인장  열피로 시험

  냉간압연재의 경도는 Semi-Vickers 경도기를 이용

하여 각 시편마다 5-10회씩 실시하여 평균하여 측정되

었다. 인장시편은 두께 2.0mm ( 는 3.0mm), 게이

지 길이 25mm의 상형태로 가공되었다. 한 본 연

구에서는 용 비드 경계가 시편에 포함되지 않도록 용

비드에 평행하게 채취된 P 시편과 인장시험편의 앙

에 용 비드 경계가 포함되도록 가공한 V 시편을 구별

하여 특성을 평가하 다. 인장 시험은 인장방향과 용

비드 계면이 수직하게 가공한 상시편을 이용하여 분

당 1mm의 속도로 상온, 300, 400, 500, 600℃에서 수

행되었다. 인장특성은 각 시편마다 2회씩 실시하여 측

정하여 평균하여 도출되었다. 모든 기계  특성평가는 

용 부 표면을 ∼0.5mm 정도 연마한 후에 1층 육성용

재만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한 인장시험편 심

에 용 비드가 존재하는 V 시편은 용 비드 경계의 존

재에 따른 기계  특성변화를 이해하기 하여 수행하

다. 

  열피로 시험에 사용된 장치와 시험편의 개략 인 모

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열피로 특성평가는 유도가

열에 의해 시편의 일부분을 ~20  동안 700℃로 승온

시키고 ~20 동안 수냉하여 상온으로 냉각시키는 과

정을 반복하여 시험하 다. 본 연구에서 열피로 시험은 

Fig. 1(a)에 묘사된 장치를 이용하여 상온⇔700℃의 

열피로 사이클을 1000회 반복하여 수행하 다. 열피로 

시편은 Ø70×25mm로 기계가공한 후에 #800의 emery 

paper로 연마하여 이용되었다. 열피로 균열깊이는 Fig. 

1(b)에 나타낸 선을 따라 유도가열부 심을 따라 

단한 후에, 학 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리고 

평균 열피로 균열깊이는 어도 100-200개의 균열을 

샘 링하여 각각의 깊이를 측정하 으며 각각의 균열깊

이에 한 분포와 빈도를 도출하 다.

2.3 일 트로슬래그 용 시험

  일 트로슬래그 용 기의 본체는 기존 SAW용 용

C Cr Ni Mo W Cu Nb V Si Mn N

HCW1 0.140 12.1 1.8 0.95 0.47 0.39 0.28 0.29 0.42 0.72 0.006

HCW2 0.146 13.1 1.8 0.96 0.47 0.39 0.30 0.29 0.43 0.71 0.053

HCW3 0.145 12.4 2.1 0.96 0.70 0.38 0.30 0.30 0.42 0.68 0.100

Table 1  The analyzed chemical compositions of 420-series STS ingots produced by VI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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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사용되는 1000A의 발 기를 갖는 Lincoln Weld

사의 NA-5 모델을 이용하 으며, 스트립을 이용한 일

트로슬래그 용 에 의한 클래딩 작업에 하도록 

자체 으로 개조하여 제작하 다. 

  인장  열피로 시편 제작에 사용된 스트립 극재는 

분말압연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

립재를 이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재는 연주 가이드롤

에 사용되는 강종과 동일한 두께 ~35mm의 SCM440

이며 합 성분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럭스는 Soudo 

metal사의 제품으로 EST122 (6.96% SiO2, 24.85% 

Al2O3, 64.92% CaF2, 0.02% MgO, 2.21% Na2O, 

Others)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소결형 럭스다. 

  본 연구에 용된 용 법은 용 효율이 매우 높고 희

석율이 매우 은 일 트로슬래그 용 법을 이용하

다. 용 시공은 bead-on-plate형태로 수행되었으며 용

비드를 single bead 형상으로 용 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 트로슬래그 클래드 용착 속의 화학성분

은 표면을 연마한 후에 발 분 분석기를 이용하여 용착

속의 합 원소 변화를 분석하 다. 용 성 평가를 해 

사용된 용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결과  고찰

3.1 그물망 용 조직으로 미세조직 제어된 신
합

  앞서 연구결과 경험11-13)에서 420계 마르텐사이트 스테

인리스강의 용 조직을 델타-페라이트가 그물망 상태로 제

어하는 합 을 얻은 바가 있다. 이는 Fig. 2의 Schaeffler 

Element C Si Mn Cr Ni Mo W V Nb Cu Al P N S

New 420-series 
STS 0.11 0.08 0.15 14.0 2.02 1.17 0.45 0.230 0.200 0.37 0.049 0.005 0.030 0.0028

SCM440 0.38 0.26 0.76 1.0 0.07 0.17 0.01 0.002 0.001 0.14 0.006 0.015 0.007 0.0013

Table 2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SCM440 base metal and new 420-series stainless steel strip electrode (60mm) 
produced by powder rolling method (wt.%)

Item Condition

Voltage
Current

Welding speed
Polarity

Electrode angle
Preheating
Material

26V
1,300A

17.78cm/min
Negative

Normal to surface
None

New 420-series STS strip of 60mm (width)

Table 3 Electroslag welding conditions used in weld-
ability tests

Heating 
zone

Induction
coil

SpecimenWater

Quartz
(a)

(b)

Fig. 1 Schematic diagrams of apparatus(a) and speci-
men(b) for the thermal cycling fatigue test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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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을 기 으로 약 5-10% 수 의 델타-페라이트

가 측되는 성분범 에서 얻을 수 있었다. 

  Cr 당량 = (Cr) + (%Mo) + 1.5*(%Si) + 0.5*(%Nb) (1)
  Ni 당량 = (%Ni) + 30*(%C) + 0.5*(%Mn) (2)

  본 연구에 사용된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의 성분

을 바탕으로 Schaeffler diagram의 Ni, Cr당량을 계산

하면 각각 6.36과 13.82로 계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Schaeffler diagram내에 치시키면 약 5% 수 의 델

타-페라이트가 측된다. 

  마르텐사이트 스테인 스강에서 델타-페라이트 함량

이 많은 경우에는 그물망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고 매우 

조 하고 매우 들쭉날쭉한 계면의 델타-페라이트가 존

재하는 것이 일반 이다14,15). 그러나 420계 스테인

스강은 델타-페라이트 양이 약 10%이하 수 에서는 

그물망 조직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이 합 의 상변

화 단계는 Fig. 3의 약 0.14%C 조성표시를 참고하면 

L → L + δ → L + δ + γ → L + γ → γ의 순서로 

추정된다16). 따라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과 같이 다

소 격한 냉각과정을 거치는 합 은 L + δ → L + 

δ + γ 상변태과정에서 미세한 델타-페라이트가 용 조

직에서 그물망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2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의 열간  냉
간가공 특성

  내열용 스테인 스강의 열간 그리고 냉간가공 특성의 

이해는 향후 스트립 재제조에 필요한 기 자료를 얻

는데 그 목 이 있다. 스트립 가공에 필요한 여러가지 

인자의 도출은 스트립 제조에 필요한 열처리온도, 압화

율, 압화온도등과 같은 생산조건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필수 이다.

  열간압연조건은 POSCO가 보유한 pilot 규모의 열간

압연기에서 축 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한 

1250℃에서 2시간동안 형 열처리로에서 균질화처리

한 후에 반복 공정에 의해 열간 압연하는 방식을 채택

하여 수행하 다. 최종 열간 압연 재는 ~6mm의 두

께로 제조되었다. 이 결과 얻어진 열간압연재는 고합

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 한 상태 고 상외로 열

간성형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냉

간성형성을 보다 정 하게 연구하는데 집 하 다.

  열간압연재는 냉간압연시 가공에 한 부하를 최소화

하기 하여 770℃에서 8시간동안 유지한 후에 노냉하

여 연화처리하 다. 냉간압연은 3종의 열간압연재를 일

정길이로 단하여 각 강재에 해 7종류의 압화율(10, 

30, 50, 60, 70, 80, 90%)로 각각 냉간압연하 다. 

냉간압연 재의 외 은 매우 건 하며 90%의 압화율

에서도 재 edge에서 균열이나 가공결함이 찰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우수한 가공성을 지닌 것으로 단된

다. Fig. 4는 냉간압연 재의 외 을 보여주는 사진이

다. 각각의 압화율에서 냉간압연된 재는 매우 건 한 

표면과 가공상태를 보여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그물망 용 조직으로 합 설계된 420계 내열용 마르텐

사이트 스테인 스강은 손쉽게 스트립재로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3.3 그물망 용 조직을 갖는 새로운 420계 스
테인 스강의 연화온도 결정

  Fig. 5는 Table 1의 합 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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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s showing the new 420-series stainless 
steel strips as a function of cold rolling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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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하량에 따른 경도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냉간압연

재의 비커스 경도는 냉간압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며 HCW1은 337.8에서 424.2로 증가하며 

HCW2는 386.5에서 449.6으로 HCW3은 396에서 

481.8로 각각 증가한다. 각 합 에서 10%와 90%의 

냉간압하량에 의한 경도차이는 86.4, 63.1, 85.8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재 합 은 열간압연 상태나 

약간의 냉간압연 상태에서도 상당한 경도가 상되므로 

스트립의 원활한 feeding과 원하는 폭으로 스트립을 

단할 때에는 높은 경도가 문제로 두될 수 있다. 

  그러므로 420계 합 의 연화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90%의 냉간압연된 재를 10-20℃ 간격으로 변화시

키면서 550-900℃온도범 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하

다. 열처리된 냉간압연 재는 일정크기로 단되어 

어도 5회이상의 경도측정을 통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이 냉간압연 재의 연화온도는 Fig.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합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680-750℃범 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온도보다 낮

은 역에서 경도가 감소하는 원인은 냉간압연재의 회

복과 미세 크롬탄화물의 조 화등에 의한 것으로 단

된다. 그리고 이 온도보다 높은 역에서의 경도증가의 

주원인은 고온 노출시에 생성된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

사이트로 역변태할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으로 단된

다. 이 온도는 통상 으로 오스테나이트 생성시작온도

보다 다소 높다. 

  이러한 추측은 냉간압연재를 dilatometer를 이용하

여 측정한 시험에서 잘 나타난다. Fig. 7은 각각 HCW1, 

HCW2, HCW3합 에 해당하는 온도-열팽창 곡선으로 

Ac1온도가 727℃(HCW1), 701℃(HCW2), 716℃

(HCW3)로 측정되었다. 이 온도는 육성용 재를 이용

하여 측정된 Ac1온도가 ~760℃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아 심한 가공경화에 의한 상평형의 변화로 오스테나

이트 생성시작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

러므로 앞서 이용된 연화처리온도인 770℃ 보다는 본 

합 에 합한 680-730℃ 온도범 로 수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마르텐사이트 변태개시온도는 HCW1의 경우 

311℃이고 HCW2의 경우에는 292℃이며 HCW3의 

경우에는 226℃이다. 이 결과는 N 함량의 증가에 따라 

마르텐사이트 개시온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 인 경

향에 잘 일치하며 본 합 의 용착 속이 충분히 상온에

서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완료됨을 의미한다.

3.4 새로운 420계 스트립재 용착 속의 인장특성

  Fig. 8은 그물망 용 조직으로 합 설계된 420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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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 스강 스트립으로 클래딩된 단면 미세조직으로 확

연히 다른 델타-페라이트 분포를 보인다. 420계 스테

인 스강은 열피로 균열 에 한 항성을 개선시키

기 하여 그물망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육성층

의 미세조직은 앞서 보고한 430 스테인 스강의 조직

과는 매우 다르다14,15). Fig. 8(a)는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으로 클래딩된 형 인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열피로시험 결과에서 알 수 있지만, HCW420계 합

은 일반 인 마르텐사이트계 오버 이재가 열피로 균

열이 특정방향으로 집 으로 성장하여 연주 가이드롤

은 갑작스러운 단시키는 문제를 억제할 수 있거나 균

일한 마모를 유도한다는 장 이 있다. 

  Fig. 9에서 P 시편의 상온 인장특성은 N이 ~0.1%

까지 상승하더라도 큰 강도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연신률은 소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300℃

에서 시험한 P 시편의 인장강도는 N함량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어지며 연신률은 N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

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400℃에서 시험한 P시편

의 인장강도는 0.05%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0.1%N에서 

상당량 감소하며 연신률은 소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500℃에서 시험한 P 시편의 인장강도는 N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며 연신률은 거의 일정하

거나 다소 감소한다. 600℃에서 시험한 P시편의 인장강

도는 N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연신률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그리고 Fig. 10에서 V 시편의 인장강도는 N함량의 

증가에 따라 상당량 증가하며 연신률은 거의 변하지 않

았다. 반면에 V 시편의 300℃ 인장강도는 N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큰 증가를 보이며 연신률은 감소했다가 다

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V시편의 400℃ 인

장강도는 약 0.05%N에서 다소 강도가 감소하다가 

0.1%N에서 다시 증가하며 연신률은 거의 변하지 않는

다. 반면에 V시편의 500℃ 인장강도는 다소 증가했다

가 거의 일정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연신률은 소량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인다. V 시편의 600℃ 인장강도와 연신

률 거동도 P시편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주어진 N 함량에서 시험온도에 따른 인장특성의 변

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20계 스테인 스강의 N 

함량이 극단 으로 낮은 경우에는 300℃까지는 강도가 

다소 감소하다가 500℃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하며 600℃

에서 강도의 큰 감소를 보인다. 그리고 0.05-0.1%N

함량의 시편은 300℃까지는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은 

같지만 400℃에서 오히려 강도가 다소 증가하는 상

을 보인다. 이 때 연신률도 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오히려 소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N이 가

장 낮은 시편의 600℃/RT의 항복강도비는 0.3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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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에 N함량이 가장 높은 시편의 경

우에는 0.46-0.51로 내열특성이 크게 향상된다. 그러므

로 작은 질소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온연성은 크게 

향을 받지만 내열강도는 상당히 개선가능하다.

  용착 속간 용 비드는 불안정한 조직의 하나로 인식

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온 연신률을 비교하면 P 시편

(7.5-10.5%)이 V 시편(6-7%)에 비하여 높다. 결

국 용 비드가 일종의 결함을 내포하는 자리라는 것을 

간 으로 보여 다. 반면에 항복  인장 강도에 있

어서는 그 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두가지 시편 모

두 약 115-160kg/mm2 범 에 놓인다. 결국 P, V 시

편은 용 비드라는 결함이 상온  고온 연신률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3.5 열피로 특성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으로 일 트로슬

래그 오버 이 용 된 시편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700℃

까지 가열하 다가 수냉에 의해 냉시키는 열피로시

험을 1,000회 수행한 후에 열피로 균열의 깊이를 측정

하 다. 

  Fig. 11은 가열부 의 앙을 정확하게 단하여 얻

어진 열피로 시편의 단면을 찰한 사진으로 많은 균열

들이 균일하게 존재함을 보여 다. 균열들은 부분 균

일하게 성장하여 특정한 균열들이 우선 으로 성장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본 합 이 열피로 

균열의 성장에 있어서 우선 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음을 단 으로 보여주는 이다. 실제로 

연주 가이드롤 장 용 시험(SAW용 오버 이 용 재)

에서는 타 재질이 특정한 방향으로 균열 가 진행되

는 반면에 본 합 의 경우에는 미세균열이 각 그물망 

조직의 경계를 따라 분산됨을 찰할 수 있었다.

  Fig. 12는 여러 개의 시편에서 얻어진 열피로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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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s of tensile properties as a function of test 
temperature in electroslag cladded new 420-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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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의 크기분포를 도식화한 것으로 평균 균열크기도 

0.13mm로 작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10개의 균열깊

이를 평균한 크기도 0.35mm로 매우 작아서 열피로 균

열성장에 한 항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는 잠호용 법으로 클래딩한 열피로시험편의 평균 균열

크기 0.142mm와 가장 큰 10개의 균열깊이를 평균한 

크기인 0.391mm보다 우수하다13). 일 트로슬래그 육

성용 재의 열피로 균열크기는 잠호용 된 동일 재질에 

비해서도 거의 동등하거나 상 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420계 스테인 스강 스트립의 질

소함량과 냉간압하량의 함수로 기계  특성 변화를 조

사하 다. 한 주어진 용 조건에서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한 시편을 이용하여 인장  열피로 특성을 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잔류 delta 페라이트가 그물망 형태로 존재하는 용

조직은 Cr당량과 Ni당량을 기 으로 만들어진 Schaeffler 

diagram에서 약 5%의 델타 페라이트가 존재하는 조

성범 에서 얻어진다.

  2) 그물망 용 조직으로 합 설계된 420계 스테인

스강의 연화온도는 10-90%로 냉간압연된 재를 이용

하여 조사한 결과, 680-730℃로 결정되었다. 

  3) 용착 속의 600℃/RT 항복강도비는 N이 가장 

낮은 시편에서 0.36-0.38인 반면에 N함량이 가장 높

은 시편의 경우에는 0.46-0.51로 내열특성이 크게 향

상된다. 그러나 고온연성은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화되었다.

  4) 용착 속간 용 비드의 존재는 항복  인장강도

보다는 상온  고온 연신률을 하시켰다.

  5) 일 트로슬래그 클래딩된 시편의 열피로 특성은 기

존 동등재질을 submerged welding method로 제조

한 시편의 열피로 특성과 비교하면 거의 동등하거나 보

다 우수한 특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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