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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ging treatment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with W was 

investigated. The phase was precipitated mainly at the early stage of aging and a lower aging temperature under 750
o
C, but the phase was 

formed after long-term aging treatment between 600oC and 900oC. The volume fraction of the phase increased with aging temperature up to 

750oC and then decreased up to 900oC. With an increase in the aging time, the volume fraction phase at the early stage of aging increased 

slightly, and then increased rapidly beyond a certain time. The rapid increase in the tensile strength and hardness and decrease in the elongation 
and impact toughness were measured with aging temperatures up to 750oC. On the other hand, the tensile strength and hardness decreased 

slightly, and the elongation and Charpy impact toughness were unchanged with aging temperatures over 750oC. The tensile strength and 

hardness increased rapidly at the early stage of aging, and then increased slowly beyond a certain time. The elongation and Charpy impact 
toughness decreased rapidly at the early stage of aging, and then remained unchanged beyond a certain time. The phase that formed at the early 

stage of aging and the lower aging temperature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elongation and Charpy impact toughness of the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with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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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슈퍼 2상 스테인리스강(Super duplex stainless steel)은 기존

의 2상 스테인리스강보다 내식성과 기계  성질을 더욱 개선한 

강으로서 페라이트(δ)와 오스테나이트(γ)가 거의 같은 체  분

율로 함께 존재하는 미세 구조 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뛰어

난 내식성, 높은 강도  인성 등과 같은 우수한 기계 성질을 

지니고 있다(Solomon and Devine, 1983). 때문에 슈퍼2상 스테

인리스강은 정유산업, 발  트 산업, 화학 산업과 특히 해

양 트 산업 등과 같은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 폭넓게 사용

되고 있다(Charles, 1991; 1994).

이러한 슈퍼 2상 스테인리스강은 피  부식 항성, 강도 등

을 향상시키기 해 2~4% 정도의 Mo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Mo은 σ상 등과 같은 속간화합물을 석출시켜 재료를 취약하

게 하는 단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슈퍼 2상 스테인

리스강에 첨가된 Mo의 일부를 W로 치환하거나 는 W을 첨

가하여 내식성  기계 성질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Kondo et al., 1993), 그 결과 Mo의 일부를 W으로 치환하

거나, W의 첨가에 의해 재료의 취성이 억제 될 뿐만 아니라 내

식성 등이 향상 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성의 억제는 

W을 첨가함으로서 확산 속도가 늦은 W이 Mo의 치에 덜어

가는데 기인되어 σ상과 같은 속간화합물의 석출이 억제될 뿐

만 아니라 입내에 균일하게 석출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

다(Kondo et al., 1993; Okamoto et al., 1994). 이에 반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25Cr 2상 스테인리스강의 용  재료에 한 연구에

서 W이 많이 첨가된 합 에서는 속간화합물의 형성이 진

되고, 속간화합물의 석출 온도 역도 확장된다고 보고하고 

있다(Nilsson et al., 1996). 이와 같이 슈퍼 2상 스테인리스강에

서 석출되는 속간화합물은 취성을 유발하여 재료의 내식성과 

기계 성질에 크게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규

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의 양을 낮추는 신에 W을 첨가

한 슈퍼 2상 스테인리스강을 만든 후 시효에 따른 속간화합

물의 석출과, 이러한 속간화합물의 석출이 미세조직  기계

성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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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 (wt.%)

Element C Si Mn N Ni Cr Nb Mo W Fe

Composition 0.0268 0.6929 0.8683 0.2684 7.1803 25.3143 0.1040 2.1080 3.9418 Bal.

2. 실험 방법

2.1 시료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고주  진공 유도용해로에서 해철 

Fe-Cr, Fe-Mo, Fe-W과 속 Ni 등을 사용하여 용해한 다음, 잉

곳을 얻어 이를 열간 압연하여 15mm 두께의 재로 만들어 시

료로 사용하 다. 이때 얻어진 시료의 화학조성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2.2 열처리

1050
o
C에서 30분 유지한 후 수냉하는 용체화 처리를 한 다음 

시효처리 온도의 향을 규명하기 하여 시효처리 온도를 

475oC, 600oC, 750oC  900oC로 달리하여 2시간씩 시효처리 하

다. 한 시효처리 시간의 향을 규명하기 하여 600
o
C에서 

30분에서 최  600시간까지 시간을 달리하는 시효처리를 하 다.

2.3 미세조직 관찰 

용체화처리 한 시료와 시효처리 한 시료의 미세조직을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SEM, S-2400)으로 찰하 고, 시효

처리에 의해 석출되는 σ상의 찰은 시료를 박막으로 만든 후 

Jet polishing한 다음 투과 자 미경(Hitach, 200㎸)으로 찰

하 다. 한 각 상의 체 분율은 화상분석시험기를 사용하여 

10회 이상 측정한 다음 평균하여 구하 다.

2.4 기계적 성질 측정

용체화처리 후 시효처리 한 시료의 경도시험은 로크웰 경도

시험기(Mitutoyo 810~202K)를 사용하여 1kg의 하 으로 5회 이

상 측정한 다음 평균하여 구하 고, 용체화처리 후 시효처리 한 

시료의 인장시험은 JIS B 7702의 규격을 따라 제작하여 열처리 

후 Cross head speed를 2mm/min로 정하여 상온에서 시험하

다. 한편, 용체화 처리 후 시효처리 한 시료의 충격시험은 

2mm V노치를 갖는 샤르피 충격 시험편(JIS B 7703)으로 제작

한 다음 열처리 후 상온에서 실시하 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정성 및 정량관찰

Photo. 1은 실험에 사용된 슈퍼 2상 스테인리스강을 1050
o
C

에서 30분유지 후 수냉하는 용체화처리 한 시료의 학 미경 

사진이다. 회색의 페라이트상과 흰색의 오스테나이트상이 비슷

한 체 분율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Photo. 2는 1050
o
C에서 30분 용체화처리 후 여러 온도에서 2

시간 시효처리 한 시료의 미세조직을 주사 자 미경으로 나

타낸 것이다. 475
o
C에서 시효처리 한 경우는 주로 흰색의 미세 

Photo. 1 OM micrograph showing the effect of austenitizing 

temperature at 1050℃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한 χ상(Kai phase)이 페라이트상 내에서 석출되어 존재하고 있

지만, σ상의 석출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600
o
C에서 

시효처리 한 경우는 475oC에서 보다는 조 한 χ상이 페라이트 

조직 내 뿐만 아니라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계면에서 석

출되어 있고, 소량의 σ상 한 주로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상의 계면에서 석출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효처리 

온도가 더욱 증가하여 750
o
C가 되면 χ상과 σ상이 페라이트 조

직 내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계면에서 석출되어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효처리 온도가 더욱 더 증가하여 

900
o
C가 되면 극소량의 χ상과 σ상이 석출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Fig. 1 Effect of aging temperature on the volume fraction of 

sigma phase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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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SEM micrographs showing the effect of aging temperature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알 수 있다.

이상의 미경 조직사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슈퍼2상 

스테인리스강의 화학   기계  성질에 크게 향을 미치는 

χ상과 σ상의 석출은 시효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효처리 온도에 따른 σ상의 석출을 정량 으

로 조사하 고,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σ상은 시효처리 온도가 낮은 475oC에서는 거의 석출되지 않

고 있는데 반하여,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하여 600
o
C 이상이 되

면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석출되는 σ상의 양이 증가

하다 750oC에서 최 값을 나타낸 후 시효처리 온도가 더욱 증

가하여 900
o
C가 되면 석출되는 σ상의 량이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hoto. 3은 시료를 용체화 처리 후 750oC에서 2시간 시효처리

한 시료에서 석출된 χ상과 σ상을 투과 자 미경으로 조사하

여 나타낸 것이다. 흰색으로 나타나 있는 χ상과 회색으로 나타

나 있는 σ상이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계면  페라이트 입

내에서 석출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hoto. 4는 시료를 1050oC에서 30분간 용체화처리 후 600oC

에서 시효처리 시간을 달리하여 시효처리 한 시료의 미세조

Photo. 3 TEM micrograph showing the σ phase in aging treat- 

mented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for 2 hr at 750oC

직을 주사 자 미경으로 나타낸 것이다. 30분 시효처리 한 시

료에서는 χ상이 페라이트 내에서도 석출되어 있지만 주로 페라

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상 계면에서 석출되어 있고, 10시간 시효

처리 한 경우는 30분 시효처리 한 시료 보다는 크기가 클 뿐만 

δ



W이 첨가된 슈퍼 2상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과 기계 성질에 미치는 시효처리의 향 55

Photo. 4 SEM micrographs showing the effect of aging time at 600oC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아니라 많은 양의 χ상이 페라이트 내와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

트상의 계면을 따라 석출되어 있고, σ상(검은색)도 주로 페라이

트와 오스테나이트상의 계면에서 함께 석출되어 있으며, 300시

간 시효처리 한 시료에서는 시효처리 온도가 낮은 역에서 시

효 기단계에 석출하는 χ상이 σ상으로 변화 되는데 기인되어 

극히 은 양의 χ상과 σ상이 페라이트상내  페라이트상과 

오스테나이트상의 계면에서 석출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시효처리 시간에 따른 σ상의 석출거동을 알아보기 

하여 용체화처리 한 시료를 600
o
C에서 시효처리 시간을 달리

하여 시효처리 하 을 때 석출된 σ상의 체 분율 변화를 조사

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효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석출되는 

σ상의 양은 시효 기단계에서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특정한 

시간 이상이 되면 시효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교  빠르

게 증가하다가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S곡선 형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Effect of aging time at 600
o
C on the volume fraction of 

sigma phase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3.2 기계적성질에 미치는 시효처리 온도의 영향

Fig. 3은 1050oC에서 30분간 용체화처리 후 여러 온도에서 2

시간 시효처리 한 시료에서 얻은 경도 값과 충격값을 나타낸 

것이다. 경도는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750
o
C까지는 빠

르게 증가하다 시효처리 온도가 900oC가 되면 경도 값이 약간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시효처리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 값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χ상  σ상 등과 같은 속간 화합물의 석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며(김수천과 강창룡, 2009), 900
o
C에서 경도 값이 낮아지

는 이유는 900
o
C는 온도가 높아 이 온도 부근에서는 시효처리

를 하여도 χ상  σ상 등과 같은 속간 화합물의 석출양이 

어지는데 기인된다고 단된다. 이에 반하여 충격값은 750
o
C까

지는 시효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격값이 격하게 감소

하지만, 750oC를 넘어서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Photo. 2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시효처리 온도가 750
o
C까지는 충격인성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주로 시효 기단계에서 석출하는 χ상

Fig. 3 Effect of aging temperature on the hardness and impact 

value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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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aging temperature on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R상 등의 석출에 기인되어 충격값이 격히 낮아진다고 

단된다(Cui et al., 2001).

Fig. 4는 시효처리 온도가 인장성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기 하여 1050
o
C에서 30분 용체화처리 한 다음 여러 온도에서 

2시간 시효처리 한 시료를 인장시험 하 을 때 얻은 인장강도

와 연신율을 나타낸 것이다. 인장강도는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750
o
C까지는 증가하지만, 시효처리 온도가 900

o
C가 

되면 약간 낮아지는 경도 값의 거동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연신율은 시효처리 온도가 750oC까지는 빠른 속

도로 감소하다가 이온도 보다 높아지면 큰 변화가 없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시효처리 

온도가 750oC까지는 인성을 격히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χ상 

 R상 등이 석출되기 때문이고, 시효처리 온도가 750
o
C 이상

이 되면 주로 인성에 크게 향을 미치는 χ상과 R상의 량이 

어지는데 반하여 σ상이 주로 석출되기 때문이며, 한 χ상과 σ
상 등과 같은 속간 화합물의 석출 량도 포화 상태에 도달되

기 때문이라 단된다.

3.3 기계적성질에 미치는 시효처리 시간의 영향

Fig. 5는 경도 값과 충격값에 미치는 시효처리 시간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시료를 1050oC에서 30분간 용체화처리 한 후 

600
o
C에서 시간을 달리하는 시효처리 한 시료의 경도 값과 충

격값을 나타낸 것이다. 시효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도는 

시효 기단계에서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특정시간 이상이 되

면 빠르게 증가하다가 시효처리 시간이 크게 증가하면 다시 서

서히 증가하는 시효처리 시간에 따른 σ상의 석출거동과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충격값은 시효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시효 기단계에서는 빠르게 감소하다가 특정시간 이

상에서 부터는 큰 변화가 없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도 값이 특정시간 이상에서부터 빠르

게 증가하는 이유는 σ상이 석출되는데 기인되고, 충격값이 시

효 기단계에 격히 낮아지는 이유는 시효 기단계에서 충

격인성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χ상  R상 등이 

석출되는데 기인되기 때문이라 단된다(Cui et al., 2001; 강창

룡과 김익수, 2001).

Fig. 6은 인장성질에 미치는 시효처리 시간의 향을 알아보

기 하여 시료를 1050oC에서 30분 동안 용체화처리 한 후 

600
o
C에서 시간을 달리하는 시효처리 한 시료를 인장시험 하

을 때 얻은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나타낸 것이다. 시효처리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는 시효 기에는 빠르게 증가하다 

특정시간 이후부터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연신율

은 시효 기단계에서는 격히 감소하다가 시효처리 시간이 

길어져 100시간 이상이 되면 연신율의 차이가 크게 없는 0%에 

가까운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시

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연신율

Fig. 5 Effect of aging time at 600
o
C on the hardness and impact 

value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Fig. 6 Effect of aging time at 600
o
C on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in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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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시효 기 단계에서는 인성에 크게 

향을 미치는 χ상, R상  σ상 등과 같은 속간화합물이 석

출되는데 기인되며, 시효처리 시간이 길어져 특정시간 이상이 

되면 인장강도가 서서히 증가하고, 연신율이 큰 차이가 없는 이

유는 역시 시효처리 시간이 이 시간 이상이 되면 인성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χ상과 R상 등의 석출 량이 어

질 뿐만 아니라, 석출되는 속간 화합물의 량이 포화 상태에 

도달되기 때문이라 단된다.

4. 결 론

Mo의 일부를 W으로 치환한 슈퍼2상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

직  기계 성질에 미치는 시효처리의 향을 조사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χ상은 주로 750oC 이하의 낮은 시효처리 온도구간과 시효 

기단계에서 석출되는데 반하여, σ상은 600
o
C에서 900

o
C 사이

의 온도구간에서 장시간 시효처리 시 생성되었다. 한 900oC 

이상이 되면 석출되는 χ상  σ상의 양이 극히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석출되는 σ상의 양이 증

가하다, 시효처리 온도가 900oC가 되면 감소하는데 반하여, 시

효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석출되는 σ상의 량은 시효 기에는 서

서히 증가하자만, 특정시간 이상이 되면 빠르게 증가하다 다시 

서서히 증가하 다.

(3)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경도는 빠르

게 증가하고, 연신율과 충격인성은 격히 감소하는데 반하여, 

시효처리 온도가 900oC가 되면 경도와 인장강도는 약간 낮아지

는데 반하여 연신율과 충격값은 큰 변화가 없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4) 시효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효 기단계에서는 경

도  인장강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특정시간 이상이 되면 

서서히 증가하는데 반하여, 연신율과 충격값은 시효 기단계

에서는 격히 감소하다가 시효시간이 길어져 특정시간 이상이 

되면 큰 변화가 없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5) 시효처리 온도가 낮거나, 시효 기단계에서 석출하는 χ상은 

연신율과 충격값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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