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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석유자원의 고갈로 인해 저품질 원유의 체굴 및 정제가 증가함에 따라 내식성 강재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슈퍼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super duplex stainless steel)은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식성으로 해양플랜트 및 석유 공장에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슈퍼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은 정상적으로 고용화열처리된 모재(base 

metal)는 설계 부식환경에 적용 시 문제가 없으나, 용접 입열량, 보호가스, Purging gas 조건에 

따라 용접금속(weld metal)내에서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상분율이 변화하며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어 인성 및 부식저항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다층 용접 시 재가열(reheating)에 의해서 2 차 

오스테나이트가 형성되게 되며, 이 2 차 오스테나이트는 부식저항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슈퍼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파이프 용접금속 Root 부의 미세조직과 국부 

부식에 미치는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에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퍼징가스내 

질소함량은 Pure Ar, Ar+20%N2, Ar+40%N2, 99.95%N2 으로 총 4 가지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세조직 분석 및 화학성분 분석을 진행하였고, 동전위 양극 분극 

시험(potentiodynamic anodic polarization test), 임계 공식 온도 시험 (critical pitting temperature 

test)을 통해 부식저항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퍼징가스내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식저항성은 증가하였으며 40%N2 이상의 조건에서는 용접금속 Root 부 표면에 오스테나이트 

층(austenite layer)가 형성됨에 따라 Ep(pitting potential)이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또한 부식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2 차 오스테나이트내 질소함량이 퍼징가스내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40%N2 이상에서는 2 차 오스테나이트의 질소포화도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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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의 고갈과 고유가로 인해서 그 동안 경제성이 없었던 저품질의 원유 및 가

스의 채굴과 정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Fig. 1-1.과 같이 Sour& Medium 

sour 원유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1) Sour& Medium sour원유와 같은 저

품질의 원유는 가혹한 부식환경이므로 이를 채굴 및 정제하는 해양구조물의 배관(Process piping)

는 높은 내식성 확보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해양구조물에 적용되는 배관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Austenitic stainless 

steel),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Duplex stainless steel), 슈퍼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Super duplex 

stainless steel) 또는 Ni계 합금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내식성 강재의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다. 특히 Fig.1-2.와 같이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과 슈퍼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증가세가 

뚜렷하다.2)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저온인성과 내부식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수

분위기에서 국부부식저항성(Pitting corrosion resistance)이 낮아 해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재료로

는 적합하지 않으며 다량의 Ni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페라이트계 스

테인리스강(Ferritic stainless steel)은 연성이 낮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안하여 만들어진 강

재가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이다. 3, 4)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중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은 페라이트(Ferrite)와 

오스테나이트(Austenite)로 이루어져 있어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다. 이러한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공식저항 당량지수(Pitting Resistance Equivalent, PREN) = wt.% 

Cr+3.3wt.%Mo+16wt.% N5,6))가 40-45 으로 가혹한 부식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강도, 

초내식성 강재로 평가 받고 있다. 

일반적인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강인 경우 정상적인 고용화열처리된 모재(Base metal, BM)는 

설계부식환경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용접 시 분압차로 인한 질소의 손실로 인해 

용접금속(Weld metal, WM)과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내에서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상 분율이 변화하며 이로 인해 Cr2N, M23C6, Sigma-phase(σ)과 같은 2 차상이 형성되게 된다. 7,8.9.10) 



2 

 

이러한 2 차상은 용접부의 기계적 물성과 내식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1) 

특히 다층 용접인 경우, 재가열에 의해 2 차 오스테나이트상(Secondary austenite, 𝛾2)이 석출 된다. 

2 차 오스테나이트는 Cr 과 Mo 의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1 차 오스테나이트(Primary 

austenite)에 비해 N 의 함량이 낮아 공식저항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12,13,14) 이러한 이유로 2 차 

오스테나이트는 듀플렉스, 슈퍼 듀플렉스 다층용접 시 용접부의 부식저항성의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므로 2 차 오스테나이트의 내식 기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조건의 Purging gas (Pure Ar, Ar+20%N2, Ar+40%N2, 99.95%N2)를 

사용하여 용접한 후, OM, FE-EPMA 를 통해 미세조직과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식저항성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동전위 양극 분극 시험, 임계 공식 온도 측정을 행하였다. 이를 통해 

퍼징가스내 질소함량이 SDSS 용접부 공식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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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Crude oil production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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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rend of use of corrosion resistant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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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2.1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Duplex stainless steel) 

스테인리스강은 미세구조에 따라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마르텐자이트계, 듀플렉스 스테인

리스강으로 나눌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의 미세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는 합금원소와 온도이

다. 스테인리스강의 합금 원소 중에는 페라이트(δ) 상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δ안정화 원소와 오스

테나이트(γ) 상의 형성을 안정화시키는 γ안정화 원소가 있다. 각 상에 대한 안정화 원소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15] 이러한 특성을 수취화 한 것을 등가 계수(equivalent coefficients)라고 한다 

𝐶𝑟𝑒𝑞 = 𝑤𝑡%𝐶𝑟 + 𝑤𝑡%𝑀𝑜 + 1.5𝑤𝑡%𝑆𝑖 + 0.5𝑤𝑡%𝑁𝑏 

𝑁𝑖𝑒𝑞 = 𝑤𝑡%𝑁𝑖 + 0.5𝑤𝑡%𝑀𝑛 + 30(𝑤𝑡%𝑁 + 𝑤𝑡%𝐶) 

Cr등가 계수와 Ni등가 계수는 스테인리스강의 미세구조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Schaeffler`s diagram은 𝐶𝑟𝑒𝑞/𝑁𝑖𝑒𝑞 와 미세조직과의 관계를 나타낸다(Fig. 2-1)[16].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상대적으로 𝑁𝑖𝑒𝑞 가 높고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𝐶𝑟𝑒𝑞 가 상대적으로 높다. 마

르텐자이트 스테인리스강은 𝐶𝑟𝑒𝑞와 𝑁𝑖𝑒𝑞가 낮으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는 중간값을 갖는다. 

Fig. 2.2 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으로써 페라이트상과 오스테나이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상분율은 50:50 으로 유사하다. 상분율은 용체화 처리 

온도와 화학 조성에 따라 결정된다. 25Cr-7Ni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Super duplex stainless 

steel)의 경우, 용체화 처리 온도가 약 1100 ℃ 에서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상분율이 

50:50 이다. 용체화 처리 온도를 1100℃이상으로 하면 오스테나이트 분율이 감소하고 페라이트 

분율은 증가한다. 또한 δ안정화 원소(Cr, Mo, W, Nb  ∙∙∙)가 증가하면 페라이트의 분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γ안정화 원소(Ni, N, C ∙∙∙)를 증가시키면 오스테나이트 분율이 증가할 것이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두 상의 분율과 조성이다. 두 

상간의 공식저항성(Pitting corrosion resistance)이 유사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우수한 내식성을 

가질 수 있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미세조직학적으로 Band 구조이다. 만약 한 상이 

공식저항성이 낮아 공식이 발생한다면 Band 구조는 수많은 Anode 와 Cathode 을 형성하여 

부식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두 상간의 원소의 분배에 따른 공식저항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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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aeffelr`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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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Microstructure of duplex stainless steel. 

 

 

Fig. 2-2 Microstructure of duplex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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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Super duplex stainless steel) 

 최근 점점 극한의 부식 환경에서 사용되는 내부식성 강재가 증가함에 따라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이 개발되었다.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공식저항지수 (PREN+Cr+3.3Mo+16N) 

가 40 이상이며 기존의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에 비하여 Cr, Mo, N 등을 상향 첨가하여 

내부식성을 향상 시켰다. Fig.2.3 은 이차상 형성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을 나타낸다.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기존의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에 Cr, Mo 가 비해 많이 첨가되어 있다. 

즉, Cr, Mo, W 와 같은 합금원소에 의해 C-curve 가 움직여 2 차상 형성이 민감하다. 7,8,9,10) 또한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상대적으로 탄소의 함량이 낮아 탄화물형성의 영향은 미비하다. 

 

2.3 합금 원소의 영향 

(1) Cr 의 영향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인 Cr 은 얇은 산화 피막( 𝐶𝑟2𝑂3) 을 형성함으로써 부동태에 기여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에서도 내식성 향성에 기여한다. 하지만 Fig.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Cr 첨가에 의해 CCT 곡선의 nose 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17) 즉, Cr 첨가량에 

따라 석출상들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된다.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Cr 함량이 높기 

때문에 2 차상들의 석출에 민감하므로 층간온도 및 입열량을 제어하여 용접을 한다. 

 

(2) Mo 의 영향 

 Mo 은 내식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원소이다. K. Sugimoto et al.18) 에서 Mo𝑂4
2−가 공식발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금속의 표면이 내부의 음이온 선택층과 외부의 양이온 선택층으로 

분극될 때 부동태 특성은 강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층은 𝐻+같은 양이온을 

부동태 피막 밖으로 나가게 하고, 𝑂𝐻− , 𝐶𝑙−  같은 음이온은 피막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외부의 공격적인 이온의 침입을 억제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Fig.2-4.의 매커니즘과 같이 

산화물막에 𝑀𝑜𝑂4
2−가 흡착하게 되면 양이온 선택성으로 인해 피막의 탈수소 이온화를 증진시키게 

된다. 즉 금속으로부터 양이온 이동은 음이온 선택층에 의해 억제되며, 양전하가 축적된다. 

따라서 𝑂𝐻− 의 탈수소 이온화에 의해서 형성된 𝑂2− 이온은 금속으로 이동하여 탈수소화된 

산화물을 형성하게 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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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ffect of alloying addition on the precipitation of the 

secondary phases in 25Cr-7Ni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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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Mechanism of the combined effect of Mn and Mo on 

pitting corros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in chlorid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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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 의 영향 

 질소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원소로써 고온에서도 오스테나이트 상을 안정하게 하여 

상태도상에서 2 상 구역을 더 넓게 해준다.(Fig. 2-5) 또한 침입형 원소인 질소는 FCC 구조인 

오스테나이트상에 대부분 고용되어 공식저항성이 떨어지는 오스테나이트상의 내식성을 

향상시킴으로써 2 상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에 크게 기여한다. 

 질소가 공식 저항성을 향상 시키는 기구(Mechanism)에 대하여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 저항성에 미치는 N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암모니아 이온 생성 기구  

 해리된 N 이온이 𝐻+ 이온과 결합하여 N𝐻4 이온을 형성함으로써 국부적으로 pH 를 높여 Flade 

potential 을 증가시켜 손상된 부분의 재부동태화(Repassivation)를 촉진한다. 이에 따라 

공식저항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𝑁 + 𝐻+ + 3𝑒− = 𝑁𝐻4
+ 

2.  질소 집적 기구 

 Fig. 2-6.과 같이 염화이온( 𝐶𝑙−) 이 부동태 피막에 침투하여 피막의 두께를 감소시키면 질소 

이온( 𝑁3−) 층이 금속 표면과 산화피막 사이에 집적되어 금속간 화합물(MCl)의 형성을 

억제시킴으로써 공식 저항성을 향상시킨다. 20)  이러한 접근은 Pitting 의 개시보다는 전파 단계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3. 금속간 화합물의 형성 21) 

 부동태 초기에 일어나는 활성 양극 용해 과정 동안 Cr, Ni, Mo 등의 표면에 금속 상태로 

농축되어 N와 질화물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식성이 증가된다는 이론이다. Willenbruch 등은 N가 

표면에서 CrN이나 Ni2Mo3N 형태의 질화물을 형성함으로써 피막 내 Cr, Mo, Ni의 농축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질화물에 의해 양극 용해 반응이 억제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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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Constant iron section(68%Fe) of the Fe-Cr-Ni equilibrium ternar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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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Mechanism for nitrogen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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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부 부식 

(1) 공식(Pitting corrosion) 

공식은 주로 수용액 중에 함유된 염화이온(𝐶𝑙−)이온에 의해서 형성된다. 염화이온(𝐶𝑙−)이 강재의 

표면에 생성된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여 국부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는 현상을 공식이라 한다. 

부동태 피막이 손상되어 부재의 표면이 부식 매질(Corrosive media)에 노출되면 피트(Pitting) 

내에서는 금속이온이 증가하는 산화 반응(Anodic reaction) 발생한다. 피트 밖에서는 

환원반응(Cathodic reaction)이 진행된다. 

M→ 𝑀𝑛+ + 𝑛𝑒+ 

𝑂2 + 2𝐻2𝑂 + 4𝑒+ → 4𝑂𝐻− 

M𝐶𝑙𝑛 + n𝐻2𝑂 → 𝑀(𝑂𝐻)𝑛 + 𝑛𝐻𝐶𝑙 

Fig.2-7.과 같이 피트 내에서 산소( 𝑂2) 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화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금속( 𝑀+)이온이 증가하여 피트 안쪽은 +극성을 가진다.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염화이온( 𝐶𝑙−) 이온이 피트 내로 유입되면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피트 내의 pH 는 점점 

낮아진다. 이로 인해 피트 안의 pH 는 점점 낮아져 고부식 환경이 되고 부식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염화물 분위기에서 어떤 금속의 공식 저항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공식 전위와 임계 공식 온도가 

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금속의 공식 전위는 양극 분극 시험(Anodic Polarization Test, 

APT)으로부터 얻어진다. 임계 공식 온도(Critical Pitting Temperature, CPT)는 공식이 형성되는 최소 

온도로 정의된다. 

 

(2) 갈바닉 부식 (Galvanic corrosion) 

용액 속에 두 이종금속이 담겨 있으면 전위차 (Potential difference)가 존재하게 되어 이 두 금속 

사이에 전자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귀 전위(Noble potential)를 가진 금속의 부식은 

감소되고 활성전위 (Active potential)를 가진 금속은 부식이 촉진된다. 이러한 부식형태를 갈바닉 

부식이라 한다. 합금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들이 존재하고 각 상들마다 성분원소들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성분차이는 전위차를 형성하여 각 상들이 Anode 와 Cathode 로 구분되어 부식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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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Mechanism of pitting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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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에 형성되는 2차상과 그 영향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을 300~1000 ℃ 온도로 가열하면 2 차상들이 석출된다. 일반적으로 

2 차상들은 기계적 물성과 부식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2 차상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Cr 과 Mo 는 2 차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소이다. 페라이트에서 Cr 과 Mo 의 확산계수는 

오스테나이트 보다 빠르기 때문에 페라이트는 2 차상 석출에 매우 민감하다. 22) 페라이트상에서 

형성된 2 차상은 주로 Cr, Mo Depletion regions 을 형성하여 내식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2 차상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것은 부식학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1) σ 상  

 시그마( σ) 상은 단위 cell 당 30 개의 원자를 가지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금속간화합물로 

대표적인 TCP(topologically closed packed)상이다. 23) 시그마 (σ) 상은 600-1000 ℃ 의 온도 

범위에서 계면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주로 결정립계 또는 상계면에서 형성된다.24) 그러므로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결정방위관계가 시그마(σ)상 형성에 영향을 준다.25) 시그마(σ)상은 

모상에 비해 많은 양의 Cr 및 Mo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이 원소들의 고갈 지역(Cr, Mo 

depleted zone)을 형성하여 내식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시그마(σ)상의 석출을 억제하는 방법은 

열처리 조건과 화학 조성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2) 2차 오스테나이트(𝛾2)  

 페라이트에서 오스테나이트로의 상변태는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서 일어난다. 하지만 2차 오스

테나이트(𝛾2)는 주로 다층용접 시 재가열(Reheating)에 의해 발생한다.  질소의 빠른 확산을 바탕으

로 하여 𝛾2 가 δ/γ 계면 또는 페라이트 입내에서 형성된다. 우선 냉각과정에서 질소의 포화도

(0.05wt.%)가 낮은 페라이트에서 질화물(Cr2N, CrN)이 형성된다. Fig.2-8.에서와 같이 질화물이 형성

될 때 Elemental partitioning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Ni-rich zone이 형성된다. 이후 재가열에 의해 

Ni-rich zone에서 𝛾2가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𝛾2는 Cr, Mo함량이 낮아 공식에 취약하게 되어 내

식성 저하에 요인이 된다.26, 45) 뿐만 아니라 재가열되는 온도에 따라 질화물의 용해가 결정되고 

이것이 𝛾2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한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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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hromium nitride(𝐶𝑟2𝑁)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탄소의 함량을 줄이고 내식성 향상을 위해 질소의 함량을 

증가 시킨다. 이로 인해 𝐶𝑟2𝑁의 석출이 더욱 용이 해져 700-900℃사이에서 𝐶𝑟2𝑁 석출이 중요하

게 되었다. 𝐶𝑟2𝑁는 주로 N고용도가 낮은 페라이트에서 석출된다. 이러한 𝐶𝑟2𝑁는 700-900℃로 시

효 시 페라이트입계 또는 δ/γ입계에서 석출하며 𝛾2상의 석출을 동반하게 된다. 27) 그러므로 σ도 

함께 형성되게 된다. 이처럼 𝐶𝑟2𝑁는 Cr-depleted zone 형성 이외에도 𝛾2과σ을 형성하여 내식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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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o-N 

Ni-Fe-Cu 

Fig. 2-8.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echanism of cooperative precipitation of nitrides and 𝜸𝟐 

on the 𝛂/𝜸𝟏 interfaces showing evolution of the microstructural constituents at the 𝛂/𝜸𝟏 interface 

during 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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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용접변수의 영향 

(1) 용접 입열 (Heat Input) 

 용접 시 입열량은 냉각속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상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시 

용접 입열량이 적으면 냉각속도가 증가하여 페라이트 분율이 많아지고 입열량이 많으면 

냉각속도가 감소하여 오스테나이트 분율이 많아지게 된다. 28) 페라이트는 질소(N)의 고용도가 

낮기 때문에 페라이트의 분율이 많을수록 𝐶𝑟2𝑁의 석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29) , 냉각속도가 

감소하여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증가할수록  시그마(σ)과 카이(χ)상의 석출이 증가한다.28) 

 

(2) 보호 가스 (Shielding gas) 

 보호가스는 용접 시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여 산화방지 및 아크 안정성에 기여한다.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용접 시 질소(N)의 손실로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Ar 에 

수 %의 𝑁2 를 첨가한다. 𝑁2 를 첨가할 경우,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상분율을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𝑁2 를 첨가하면 용착금속 내부에 기공(Porosity) 및 

오스테나이트 분율의 과도한 증가를 유발시키므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3) 퍼징 가스 (Purging gas) 

 산화물은 Grinding 또는 Pickling 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파이프와 같이 내부의 

산화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 Weld purging 을 한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또는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을 파이프로 용접하는 경우, 그루브(Groove)의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루트(Root)부에 

대한 가스퍼징은 용접품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가스 퍼징을 하는 이유는 보호가스와 마찬가지로 

산화방지 및 아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Fig. 2-8)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파이프인 경우 

유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루트부의 내식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퍼징가스에 적절한 𝑁2  첨가를 

통해 용접풀질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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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Purging with Ar or mixed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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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험 방법 

 

3.1 시편 제조 

 시험에 사용된 모재는 SDSS 파이프 (외경 152mm, 두께 7.11mm, UNS S32760)를 사용하였으며, 

용접재료는 일반적으로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용접 시 적용되는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 용접재를 사용하였다. 한편 모재와 용접재료에 대한 화학 조성은 Table 3.1과 같다. 

 SDSS 파이프를 Fig.3-1.과 같이 개선각 60˚, 루트 갭 3.2mm로 취부한 다음 GTAW 용접기법으로 

5G 자세로 용접을 실시하였다. 용접에 사용된 보호가스는 순수 Ar을 사용하여 보호가스에서 질소

의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Purging gas는 Pure Ar, Ar+20%N2, Ar+40%N2, 99.95%N2 총 4가지 조건

을 이용하여 용접을 하였다. 편의상 Purging gas의 4가지 조건 Pure Ar, Ar+20%N2, Ar+40%N2, 

99.95%N2을 'N0', 'N20', 'N40', 'N100'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초층 용접은 10.7~12.6kJ/cm의 입열량을 이용하여 용접하였으며 층간온도는 100℃이하로 유지

하였다. 또한 Purging gas는 용접열에 의한 Root 용접부의 표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지막 

패스까지 유지하며 용접을 실시 하였다. 용접 입열량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Heat input = 60 Χ A Χ V / 1000 S 

(A : arc current, V : arc voltage, S : welding speed(cm/min)) 

 

용접조건은 Table 3.2에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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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hemical composition of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pipe and 

commercial SDSS filler metal. 

Fig. 7-1. Joint Preparation and bead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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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Welding conditions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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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세조직 분석  

(1)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을 이용한 미세조직 분석 

 시편을 SiC 연마지를 사용하여 #1200 까지 연마 후 1 μm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마무리 하였다. 이후 20% NaOH 용액을 사용하여 전해에칭을 실시하였고, 에칭 후 초음파 세척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Root 부의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상분율 및 2 차 오스테나이트(Secondary austenite, 𝛾2)을 분석하였다. 

 

(2) 전계방사형 전자탐침미세분석기(field emission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FE-EPMA) 

 FE-EPMA(Model: JXA8530F(5CH), JEOL)를 이용하여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순수 Ar, Ar+20%N2, 

Ar+40%N2, 99.95%N2)에 따라 용접금속 Root 부의 각 상(𝛾2, δ, γ)들의 화학 조성을 WDS 를 통해 

정량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PREN (Pitting resistance equivalent number)을 계산하였다. 또한 

Purging gas 의 각 조건 별로 Root 부의 질소분포를 보기 위하여 Mapping 을 실시하였다. 

 EPMA 는 가속된 전자빔이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충돌하여 원자의 하부각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면 이 빈자리를 상부각에 위치한 전자가 떨어지면서 채우게 된다. 이때 두 전자각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여분이 생기고, 이 에너지는 흔히 X-ray 로 방출된다. 이러한 X-선들은 

원자마다 에너지가 다르므로 이를 이용하여 시료가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었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정성분석은 SEM 의 EDS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X-선 스펙트럼에 나타난 특성 X-선의 위치를 

이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정량분석은 다른 원리를 가진다. 먼저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X-선 피크의 세기를 구해야 한다. 흔히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영역에서 적분한 값을 

그 X-선의 세기로 사용한다. 보다 정확한 값을 위해 Peak Deconvolution 과정을 거친다. 

분석시편의 X-선의 세기와 표준 시료에서의 각 원소의 X-선 세기를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진행하는데, 정확한 EPMA 의 정량화 분석을 위해서는 흔히 ZAF 보정 연산을 거친다. 이는 

원자번호 보정, 흡수 보정, 형광 보정으로 이루어진다.  

원자번호 보정이란,  가속된 전자빔은 시료에 입사되어 시료의 원자들을 이온화 및 여기 시키며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이온화 임계 에너지보다 작아질 때까지 X-선의 생성 요인이 

된다. 이러한 X-선 방출 부피는 시료의 구성 원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를 고려하는 보정이 

원자번호 보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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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보정은 시료 내부의 수 마이크로미터 깊이에서 생성된 X-선이 시료 밖으로 탈출하는 

경로에서, 시료 자체에 일부 흡수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보정하는 과정이다. 또한 시료에서 

방출되는 한 원소의 X-선 에너지가 다른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면, 그 원자에 흡수되어 

새로운 X-선을 생성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정을 형광 보정이라 한다. 

 EPMA 정량분석용 표준 시료는 화학 조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전자빔의 크기에 

비하여 전체적인 성분이 균일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하였으며 총 Mass% 합이 97~103 이내의 결과값은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값으로 판단하였다.   

 

3.3 부식특성 평가 시험 

(1) 동전위 양극분극시험 (Potentiodynamic anodic polarization test) 

 각 시편을 Fig. 3-2와 같이 피복된 동선(Copper wire)를 점 접합(Spot welding)을 통해 접합시킨 

후 실리콘을 이용하여 노출표면을 제외한 면을 코팅하였다. 노출면적은 0.225 cm2으로 동일하게 

노출 시켰다. 

 장비는 GAMRY INSTRUMENTS Reference 600+ Potentiostat/Galvanostat을 사용하였다. Counter 

electrode는 백금 망을 사용하였고 Reference electrode는 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를 사

용하였다. 시험 용액은 3.5% NaCl3을 이용하였으며 부식전위를 측정한 후 부식전위로부터 -0.25V 

아래의 전위에서부터 양극방향으로 0.166V/min.의 주사속도로 1.5V까지 전위를 증가시키면서 분

극 시험을 행하였다. 

 

 

(2) 임계 공식 온도시험(Critical pitting temperature test) 

 시편의 Root 부 내식성 평가를 위해 임계 공식 온도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3-3 과 같이 실리콘을 

이용하여 Root 부를 제외한 면을 코팅하여 Root 부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면의 

무게 손실을 없도록 하였다.  6% FeCl3 용액에서 시편을 조건별로 35℃, 40℃, 45℃, 50℃, 55℃에 

넣어 24 시간 동안 침적한 후에 꺼내어 흐르는 물에서 부식 생성물을 제거하고 메탄올에서 

1 분간 초음파 세척 후 0.0001g 단위까지 질량감소를 측정하였다. 질량의 감소량이 4g/m2 이상일 

때의 온도를 임계 공식 온도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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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he specimen for the anodic polariz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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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xamples of glass cradles that can be used to support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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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A constant-temperature water bath for critical pit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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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 specimen for critical pitting temperat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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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 결과 

 

4.1 미세조직 

 우선 모재에 형성된 오스테나이트상은 압연 방향으로 길게 연신 되어 있다. Fig.4-1.은 20% 

NaOH로 전해에칭된 용접금속의 Root부 광학현미경 미세조직이다. 여기서 흰색은 

오스테나이트(γ1 )이며, 회색은 페라이트(𝛿 )를 나타낸다. 좁쌀 같이 작은 상들이 모여 있는 형태는 

2차 오스테나이트(γ2 )이다. Purging gas내 질소함량에 따라 미세조직이 변화하였다. 특히, 질소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이기 때문에 Purging gas내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스테나이트 

분율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STM E 562 방법에 의거하여 Root부 오스테나이트 분율을 

각 조건에 따라 정량화한 결과, 퍼징가스내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51.6%, 54.0%, 69.0%, 

73.0%로 측정되었다.(Table 4.1.) 이는 Ar에 N2를 첨가한 퍼징가스가 용접과정에서 손실되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질소의 손실을 막고, 페라이트상에서 오스테나이트로의 변태온도를 

높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조건에서 2차 오스테나이트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N20과 N100의 조건에서는 Root부 표면에 오스테나이트 층(Fully austenite layer)가 형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오스테나이트 층은 페라이트나 2차 오스테나이트에 비해 PREN이 높기 때문에 

매체가 직접적으로 닿는 Root부에 오스테나이트 층이 형성되면 부식에 취약한 2차 

오스테나이트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 부식저항성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30,31)  

Fig. 4-2 는 N0(Pure Ar), N20(Ar+20%N2), N40(Ar+40%N2), N100(99.95%N2) 조건의 EPMA 를 

이용한 Mapping 및 Line profile analysis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용접금속 Root 부에 질소가 증가하는 것을 정성적으로 비교 할 수 있다. 이는 

오스테나이트 분율이 입열량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퍼징가스내 질소의 확산에 

의해 오스테나이트 분율이 변화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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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Effect of purging gas composition on the ferrite and austenite 

volume percentage at the surface of the root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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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Optical micrographs of welded root. 

* [Pure Ar(N0), Ar+20%𝑵𝟐(N20), Ar+40%𝑵𝟐(N40), 99.95%𝑵𝟐(N100)] 

 

 

 

 



33 

 

  

Fig. 4-2. EPMA mapping and line profile analysis of welded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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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각 상들의 화학조성 

 퍼징가스내 질소의 함량에 따라 용접금속 Root 부의 1 차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2 차 

오스테나이트 화학조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FE-EPMA 를 이용하였다. 분석은 정성분석이 아닌 

Standard 시편을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하였다. 특히, 2 차 오스테나이트는 선행연구에서 부식에 

취약한 상으로 알려져 있다. 2 차 오스테나이트는 Cr, Mo, N 가 1 차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보다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화학조성을 가진 2 차 오스테나이트는 부식저항성을 지수로 

사용되는 PREN 값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2, 33) 

 분석 결과, 퍼징가스내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1 차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는의 Cr, Mo, 

N 의 화학조성은 변함없이 일정했다. 2 차오스테나이트 또한 Cr, Mo 의 화학조성은 퍼징가스내 

질소함량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 차 오스테나이트의 N 

화학조성은 퍼징가스내 질소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퍼징가스내 

질소가 용접금속으로 확산되어 2 차오스테나이트의 화학조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N0 조건에서는 0.089 wt.%로 매우 낮은 질소함량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N20 에서는 0.26wt.%로 

N 의 고용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퍼징가스내 질소함량이 40%이상에서는 2 차 

오스테나이트내 질소함량이 0.30~0.35wt.% 사이로 거의 일정했다. 이러한 이유는 2 차 

오스테나이트 또한 FCC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침입형 원자인 N 가 고용될 수 있는 포화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각 상들의 화학조성이 달라짐에 따라 공식저항 당량지수(PREN= wt.% Cr+3.3wt.%Mo+16wt.% N) 

은 달라진다. 특히 PREN 식에서 질소의 계수는 16 으로 매우 높다. 하지만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과 하이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과 같이 상대적으로 질소의 함량이 높은 

듀플렉스의 경우는 질소의 계수를 30 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선행연구들도 많이 

존재한다. 34, 35, 36) 이러한 이유는 페라이트는 BCC 구조로 침입형 원자자리(Interstitial site)가 

FCC 에 비해 작아 질소포화도가 0.05wt.%이므로 상대적으로 질소의 영향이 적지만 

오스테나이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질소가 첨가됨에 따라 Cr 과 Mo 의 

Partitioning 계수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35)   



35 

 

   

Fig. 4-3. FE-EPMA image of the weld root after welding with pure Ar(N0) and 

Ar+20%N2(N20) Pureing gas together with the EDX chemical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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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FE-EPMA image of the weld root after welding with pure Ar+40% N2 (N40) and 

99.95%N2(N100) Purging gas together with the EDX chemical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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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식 특성 

(1) 동전위 양극분극시험 (Potentiodynamic anodic polarization test) 

Fig. 4-5.는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동전위 양극 분극 거동에 미치는 Purging gas

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시험 용액은 3.5% NaCl3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식 전위(Ep)는 부

동태 피막(Passive film)이 파괴되는 전위를 말한다. 이러한 Ep는 전류밀도(Current density)가 급격

하게 변하는 Potential값이다. 그러므로 Ep가 증가할수록 공식 저항성은 증가하며 특히 공식 개시

(Pitting initiation)의 저항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모든 조건에서 약 1.2V의 Potential에서 전류밀

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동태 피막의 파괴에 의해서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Fig. 4-6.과 같이 물(H2O)의 산화반응에 때문에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37) 뿐만 

아니라 동전위 양극분극시험을 진행할 때 Scan rate를 빠르게 한다면 Fig.4-7.에서와 같이 부동태 

피막이 완변하게 형성되지 못해 Pseudo passive zond이 형성될 수 있다. 38)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Scan rate를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동전위 양극분극시험은 Scan 

rate를 0.166mV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전위 양극분극시험을 통해 Purging gas내 질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Ep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조건의 Ep은 Table 4.2. 에 표기하였다. N0조건은 가장 낮은 

Ep(-0.01VSCE)를 나타내고 있으며 N100조건에서 가장 높은 Ep(0.33VSCE)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

해 공식 개시 저항성(Pitting initiation resistance)는 Purging gas내 질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1) 임계공식온도(Critical Pitting temperature) 

 ASTM G 48 -11 Method A 에 의거하여 산세처리 후 6%FeCl3 용액에서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이면비드의 임계공식온도에 미치는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에 대한 영향을 Fig. 4-

8 에 나타내었다. 또한 무게감소(Weight loss)는 Table 4.3 에 나타내었다. N0 조건은 

임계공식온도가 45℃이고 N20 조건은 50℃이다. N40 과 N100 조건의 임계공식온도는 55℃로 

확인하였다. 모든 조건에서 공식 위치는 용접금속이므로 용접금속의 화학조성과 미세구조가 

임계공식온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계공식온도가 높다는 뜻은 공식 전파 

저항성(Pitting propagation resistance)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즉, Purging gas 내 질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공식 전파 저항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N40 과 N100 의 조건에서는 임계공식온도가 

같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40%이상의 질소가 포함된 Purging gas 는 임계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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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Effect of purging gas composition on the potentiodynamic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the SDSS welds in 3.5 wt.% NaCl3.  

Table4.2. The values of the Epit, Ecorr, Epit-Ecorr obtained from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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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Pourbaix diagram for water, including equilibrium regions 

for water, oxygen and hydrogen at 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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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Types of anodic dissolution curves for corrosion processes. Curve (a): 

Normal passivation. Curve (b): pseudo-passivation. Epassive : passivation potential. I 

critical : Critical current. Ipassive : passiva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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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Effects of purging gas composition on the critical pitting 

temperature of the SDSS root welds in 6%FeCl3 according to ASTM G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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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The values of the weight loss obtained from critical pitting 

temperat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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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찰 

 

5.1 이면비드 미세조직과 공식개시저항성(Pitting initiation resistance)의 상관관계 

Fig. 5-1 에 공식 전위 (Pitting potential, Ep)와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Ep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이 20%에서 40%로 증가할 때 Ep 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Fig. 4-

1 에서 보여지듯이 용접금속 이면비드의 표면에 얇은 오스테나이트 층(Thin layer of austenite)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오스테나이트 층은 1 차 오스테나이트(primary austenite)로써 2 차 

오스테나이트(secondary austenite)에 비해 Cr, Mo, N 가 높을 뿐만 아니라, 페라이트(Ferrite)보다도 

N 가 훨씬 높아 부식저항성이 우수하다. 20) FCC 구조를 가지고 질소의 포화도가 매우 높은 1 차 

오스테나이트의 층이 형성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식 저항성이 낮은 페라이트와 

2 차오스테나이트가 직접적으로 표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Ep 이 높다. 이러한 질소가 

부식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 2-6 과 같다. 또한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이 40%에서 

99.95%로 증가함에 따라 오스테나이트 층의 두께가 두꺼워져 공식 개시 저항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오스테나이트 층은 두께와 치밀성, 화학조성에 따라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공식 개시 저항성(Pitting initiation 

resistance)는 증가하며, 특히 얇은 오스테나이트 층이 이면비드 표면에 형성되면 공식 개시 

저항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오스테나이트 층을 형성하기 위한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은 

최소 40Vol.%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슈퍼 듀플렉스(Super duplex) 또는 하이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Hyper duplex stainless steel) 파이프와 같이 고부식 환경에 사용되는 파이프는 

매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이면비드의 내식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질소손실 방지와 얇은 

오스테나이트 층을 형성 시켜 내식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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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Relationship between pitting potential and nitrogen contents in 

purging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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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차 오스테나이트(Secondary austenite, 𝜸𝟐 )의 화학조성과 임계공식온도(Critical pitting 

temperature, CPT)와 상관관계 

다층용접에서 2차 오스테나이트는 부식 저항성을 떨어트리는 주요인자로 알려져 있다. 46,47) 재

가열에 의해서 형성되는 2차 오스테나이트는 Element partitioning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PREN이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식이 시작된다. 39,40) 이러한 2차 오스테나이트가 Purging gas내 질소함

량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E-EPMA의 정량분석을 통

해 Purging gas내 질소함량에 따라 2차 오스테나이트의 질소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임계공식온

도 시험을 통해 Purging gas내 질소함량에 따른 임계공식온도를 구할 수 있었다. 

 Fig.5-2.에서 임계공식온도와 2차 오스테나이트내 질소함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N0에서 

N40까지는 Purging gas내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2차 오스테나이트내 질소함량과 공식임계온도

가 모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N40이상에서는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이는 침입형 

원자인 질소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는 침입형 원자 자리(Interstitial site)이며 2차 오스테나이트 또

한 FCC구조를 갖기 때문에 고용할 수 있는 질소 포화도는 정해져 있으므로 과포화도 이상으로는 

질소가 고용될 수 없다. 41) 그러므로 Purging gas내 질소가 40Vol.%이상 첨가하여도 2차 오스테나

이트의 질소함량은 일정할 것이다. Fig. 5-2를 보면 임계공식온도와 2차 오스테나이트내 질소함량

이 Purging gas내 질소함량에 따라 동일한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식저항성

을 증가시키는 질소가 2차 오스테나이트내 더욱 많이 고용될수록 부식저항성은 증가하였다.  

임계공식온도 증가는 공식저항성(Pitting corrosion resistance)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CPT값과 

2차 오스테나이트내 질소함량의 동일한 경향성을 통해 2차 오스테나이트가 공식저항성을 결정하

는 주요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식저항성을 결정하는 2차오스테나이트의 화학조성, 

특히 Purging gas내 질소함량의 변화에 따른 2차오스테나이트내 질소함량의 변화가 공식저항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부식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용접금속 Root부에 형성

되는 조직의 종류와 분율도 중요하지만 각 상들의 화학조성 또한 부식저항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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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Relationship between nitrogen contents in secondary austenite 

and critical pit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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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용접금속 root부 부식거동과 PREN의 상관관계 

 Fig.5-3.은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에 따라 부식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Potenitodynamic anodic 

polarization test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나타낸 미세조직 사진이다. N0 조건에서는 2 차 

오스테나이트가 선택적으로 공식이 개시되어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N20, 

N40, N100 조건에서는 페라이트에서 공식이 개시되어 전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에 따라 내식성이 취약한 상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을 변화시켜 용접할 시, 각 상들의 내식성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FE-EPMA 를 통해 정량 분석하였다. Fig.5-3.에서 나타나는 부식거동은 공식 저항 당량 지수(Pitting 

Resistance Equivalent number, PREN) 관계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지만, Fig.5-4 를 보면 

질소 인자가 16 인 경우, 모든 조건에서 ∆PREN(𝑃𝑅𝐸𝑁𝛾2 − 𝑃𝑅𝐸𝑁𝛿 )값이 음수를 가진다. 즉, 2 차 

오스테나이트가 PREN 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Fig.5-3.에서 나타나는 부식거동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PREN 관계식에 있는 질소 인자 값을 30 으로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는 

N0 조건에서는 음수, N20, N40, N100 조건에서는 양수를 갖는다. 즉, N0 조건에서는 2 차 

오스테나이트가 PREN 이 낮아 선택적으로 공식이 발생하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페라이트가 

PREN 이 낮아 선택적 공식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실제 부식거동과 PREN 관계식에 질소 인자 

값을 30 으로한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Super duplex stainless 또는 Hyper 

duplex stainless steel 같은 경우 질소의 영향이 크므로 PREN 계산 시, 질소 인자를 30 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42, 43) 질소 인자가 30 이 적절한 이유는 질소는 

오스테나이트내 대부분 고용되고 페라이트에는 거의 고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질소가 

고용됨에 따라 Cr 과 Mo 의 Partitioning coefficient 가 변하기 때문이다. 44)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용접금속 Root 부의 부식저항성 평가 또한 PREN 의 질소 

인자를 30 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부식 Mechanism 은 Fig. 5-5 에 

모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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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Effects of purging gas on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the SDSS 

root welds after the anodic polarization test in 3.5 wt.% Na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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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Effects of purging gas composition on the PREN difference (𝑷𝑹𝑬𝑵𝜸𝟐 −

𝑷𝑹𝑬𝑵𝜹) between the 𝛄-phase and the 𝛅-phase of the SDSS root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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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Schematic diagrams of the effect of purging gas composition on the 

mechanism of pitting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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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의 변화가 슈퍼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SDSS) 용접금속 

Root 부의 국부부식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개시와 공식전파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또한 

실제 부식거동과 공식 저항 당량 지수(Pitting Resistance Equivalent Number, PREN)를 비교하여 

슈퍼듀플렉스 용접금속 Root 부의 부식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Ar Purging gas 에 질소를 첨가하여 용접 시, SDSS 의 용접금속 Root 부의 

오스테나이트( 𝛄 ) 분율은 증가한다. 그 이유는 질소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서 

페라이트(𝛅)에서 오스테나이트(𝛄)상으로 상변태하는 온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2.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은 증가하였다. 특히, 

N20 에서 N40 으로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이 변할 때 공식 전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급격한 공식전위 증가는 용접금속 Root 부에 얇은 오스테나이트 층(Thin 

layer of austenite)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오스테나이트 층이 부식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𝛅와 2 차 오스테나이트( 𝜸𝟐)가 부식환경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식개시저항성(Pitting initiation resistance)이 증가하였다. 

3. FE-EPMA 를 통해 1 차 오스테나이트(𝜸𝟏)와 2 차 오스테나이트(𝜸𝟐) 그리고 페라이트(𝛅)의 

화학조성을 정량화 분석한 결과, 𝜸𝟐는 Cr 과 Mo 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𝜸𝟏에 비해 N 의 

함량 또한 낮아 부식저항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Purging gas 내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Cr 과 Mo 의 함량은 변동이 없었으나 질소는 증가하였다. 

4. Purging gas 내 질소함량 증가에 따른 𝜸𝟐내 질소함량과 임계공식온도는 같은 경향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𝜸𝟐 가 공식저항성(Pitting corrosion resistance)를 결정하는 

주요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공식저항성을 나타내는 PREN 으로 부식거동을 설명가능 해야 한다.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용접부는 부식거동과 PREN 값을 비교해본 결과 질소 인자가 30 인 

PREN 관계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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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er Duplex stainless steels (SDSSs) with nearly equal fraction of ferrite (δ) phases and austenite 

(γ) phase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for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power plants, desalination 

facilities, the off-shore petroleum facilities, and chemical plants due to their high resistance to 

stress corrosion cracking and pitting corrosion, good weldability,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relatively low cost owing to the addition of low Ni, as compared with austenite stainless 

steels. Especially, The super duplex stainless steel(SDSS) materials are usually applied to process 

pipe line in offshore due to high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corresponding with sour service, 

Factors which can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he corrosion properties of welded duplex stainless 

steel are discussed together with applicable countermeasures. The main focus is on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n the root side. Especially, for welding of SDSS pipe, the purging process is 

mandatory to prevent oxidation of root area. Also, to secure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the 

ratio of nitrogen in purging gas is important. Because to prevent the decrease of nitrogen in weld 

which is good properties of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For this reason, The effects of nitrogen 

content in purging gas on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SDSS (UNS S32760) pipe welds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nitrogen content in purging gas on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SDSS pipe welds, test coupons have been made by Gas Tungsten Arc Welding(GTAW) process with 

pure Ar, Ar+20%N2, Ar+40%N2 and 99.95%N2 as purging gas. When the weld metal(WM) in the 

metastable condition is reheated, as in multi-pass welding, the most apparent changes is 

secondary austenite precipitation. The secondary austenite can lead to a deterioration of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due to lower Cr and Mo contents. 

Test results show that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SDSS weld with mixed purging gas 

(Ar+N2) increased due to compensation for nitrogen loss and promoting nitrogen further solution 

in the secondary austenite phase. Also, on account of nitrogen known as stabilizer for austenite 

formation during transformation, austenite phase could be precipitated at the surface of weld root. 

Therefore, the pitting initiation resistance c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corrosion test results. 

The proper mix ratio of Ar and N2 corresponding to Critical Pitting Temperature and Anodic 

Polarization Test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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