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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HIP(Hot Isostatic Pressing) 장비는, 고온· 초고압 

가스 분위기 하에서 각종 비금속 및 금속 소재를  

처리함에 의하여, 잔존하는 기공 등의 결함을 제거

하고, 기계적 성질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P 장비의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품인 베셀의 제작를 위하여, 단조 

및 열처리 후의 강재에 대한 초음파 검사와, 
피치 40mm의 대형 나사 선삭을 실시하고, 그 

상태를 검토하였다.

2. 시험 방법

사용된 소재는 SNCM439 재종이며, 베셀의 크기

는 φ1257×3340mm, 베셀의 내경 나사부에 체결되는 

클로저의 크기는 φ644×730mm이었다. 초음파 탐상

기는 스터베리 오토메이션을 사용하였고, 수직 탐

상에서는 수직탐촉자 1MHz(크기 24mm), 
2.25MHz(크기 10mm)을 사용하여, 저면 에코 방식, 
최대펄스를 화면 상하 80% 지점에 설정하여 증폭없

이 그대로 탐상, 시간축은 1차 저면파를 화면상 좌우 

중간에 두었고, 사각탐상은 사각탐촉자 1MHz(24
도, 45도, 60도, 70도, 90도), 크기 10*24를 사용하였

고, 24도, 45도, 60도, 70도의 경우, 원주면에서 측면

을 향하여 내면의 모서리를 향해 자연적인 노치에코

를 설정(인위적인 노치 가공 않음)하고서, 노치부의 

0.5스킵 위치를 화면 좌우 60% 지점에 두고, 최대 노

치 펄스를 화면 상하 20% 지점에 두며 증폭없이 그대

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선삭 공구 재종은 고속도강

재를 사용하였고,  공구형상은 –5, -5, 15, 15, 10, 7, 
45, 5.0로 하였고 절삭속도는 베셀의 경우는 

10m/min, 클로즈의 경우는 20m/min로 하였다.

    Fig. 1은 나사 선삭 전후의 피삭재의 상태를 보이

고, Fig. 2는 절삭중의 나사 측정을 위한 게이지를 나

타낸다.  
    Fig. 3은 베셀과 클로즈에 대한 피치 40mm의 나사

선삭 상태를 나타내고, Fig. 4의 공구의 마멸형태 

Fig. 1 Materials before and after the screw thread turning

Fig. 2 Gage for the screw thread measurement

3. 결과 및 고찰

  

Fig. 3 Photograph of the screw thread 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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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균일한 어브레시브 마멸을 

보이고, 절삭칩은 Fig. 5와 같이 유동형칩을  나타낸

다.
    Fig. 6은 절삭면의 표면 상태를 보이고, Fig. 7은 표

면거칠기 시험에서의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베셀

의 리더 나사면 거칠기는 Ra 1.83, 클로즈의 리더 나

사면 거칠기는 Ra 1.98이 얻어졌으며, 당 장비의 사

용을 위해서는 Ra 0.80보다 우수한 표면거칠기를 가

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나사부의 정밀도가 나

쁘거나, Ra 0.80보다 표면거칠기가 나쁜 경우는, 클
로즈의 체결 시에 베셀에 대한 중심이 맞지 않아 고

압 가스의 누설이 발생한다.  
    수직 탐상에서는, 원주면으로부터 중심을 향한 

탐상과 양측면에서 반대측 측면을 향한 탐상에서, 

Fig. 4 Wear pattern of the cutting tool used

Fig. 5 Chip type formed at cutting

Fig. 6 Finished surfaces after cutting

Vessel Closure
Fig. 7 Roughness profile of finished surface

밑면 에코 저하량이 Fig. 8의 (b),(c),(d)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JIS 1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a)는 정상적인 반사에코를 보인다. 한
편 사각탐상에서는, 전반적으로 0.5 스킵 이내 영역

에서 Fig. 9와 같은 결함 에코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러한 에코는 베셀 한쪽 측면으로부터 약 90mm 지점

(이 지점은 라운딩 부를 지난 영역임)에서 길이 방향

으로 반대쪽 측면을 향한 탐상에서 0.5 skip 이내 영

역에서 현저히 많이 나타났다. 이 지점과 이 방향에

서는 다른 간섭파는 생성되지 않는다.

(a) (b)

(c) (d)

Fig. 8 Ultrasonic wave with straight beam probe

Fig. 9 Ultrasonic wave with angle beam probe
 

4. 결론

  베셀의 리더 나사면 거칠기는 Ra 1.83, 클로

즈의 리더 나사면 거칠기는 Ra 1.98이다. 초고

압 가스의 누설 방지를 위해, 정밀도 및 표면

거칠기 향상이 필요하다. 수직 탐상에서는, JIS 
1류의 범위를 초과하는 반사 에코의 손실이 

나타났고, 사각탐상에서는, 0.5 스킵 이내 영역

에서 이상 에코가 다수 발생하였다. 정밀도와 

표편거칠기가 나쁘면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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