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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D4MCU duplex stainless steel with gadolinium was fabricated as a neutron absorbing material by the air induction melting
method. The gadolinium formed intermetallic compounds of Cu-Gd-F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ardness or ultimate tensile strength between experimental alloys. With the addition of gadolinium the yield strength of the cast alloy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478.8 ± 11.6 to 514.2 ± 29.9 MPa, whereas elongation of the cast alloy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gadolinium,
from 26.0 ± 7.1 to 7.0 ± 2.5% due to the formation of gadolinium based intermetall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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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
장조 용량의 한계로 인해, 가까운 기간내에 포화상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6]. 이에 따라 발전소 내 저장조 뿐만 아니
라 중간저장시설에까지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중성자 차폐
재 저장대에 개발에 대비하여 차폐재 재질의 특성파악 및 선
택,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7].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사용된 중성자 차폐 재료로는
보론(boron. B)을 함유한 Boron stainless steel, Boron aluminium alloy 및 Aluminium boron carbide cermet가 사용
되어 왔다[8]. 그러나 중성자 차폐 재료로서 B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고, 새로운 중성자 차폐 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3-9].
한편, 최근에는 희토류 원소중 하나인 가돌리늄(Gadolinium,
Gd)이 기존의 중성자 차폐원소인 B보다 열중성자 차폐 재료
로서 더욱 효율적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첫 번째로 Gd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
자로에서 인출된 이후에도 오랜기간 동안 높은 준위의 방사
선과 붕괴열을 방출하며, 임계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로 분류되며 저준위 및 중준위
폐기물에 비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1,2].
고준위 방사선은 사람에게 직접 노출되면 치명적인 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및 수송용기는 원
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 역할을
하고 있다[3,4]. 사용후핵연료는 중성자 차폐 재료를 이용하
여 방사선 및 열중성자를 완벽히 차폐하여야하며, 차폐 재료
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5].
근래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설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
성자 차폐 재료 저장시설 및 수송용기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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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wt% 변화시킨 총 2가지 실험합금을 75 kw급 고주파
유도용해로(VIP1, INDUCTOTHREM 사, USA)를 사용하여
용해 및 주조하였다[13]. 장입된 원소의 금속의 형태는 순금
속 Fe, Cr, Ni, Mn, Si, Cu와 모합금 형태의 Fe-Mo, 사용
하였고 Gd는 무게비율이 Fe75:Gd25인 모합금을 사용하였다.
실험 도가니와 산화반응성이 뛰어난 Gd의 화학적 반응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카르시아(Calcia,
CaO) 도가니를 이용하였으며, 도가니 벽면에 이트리아(Yttria,
Y2O3) 이형제를 코팅하여 도가니와 Gd의 화학적 반응을 최
소화하였다. 용탕표면에서 Gd의 표면산화를 막기 위하여 아
르곤(Argon, Ar)가스를 15 Liter/Min의 조건으로 취입하여
용탕을 산화로부터 보호하였다.

B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중성자 단면적을 가진다. Gd의 중
성자 흡수 단면적은 255,500 barn (barn = 10−24 cm2)으로서
B의 중성자 흡수단면적 3,840 barn에 비해 월등히 높다[311]. 두 번째, B는 기존의 중성자 차폐 재료 주요합금원소인
크롬(Chromium, Cr)과 반응하여 크롬붕화물(Chromium borides)이란 화합물을 만들게 되며, 이는 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내부식성과 열간 가공성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Gd는
Fe나 Cr에 합금원소로 첨가되면 열간 가공성 및 열간 산화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세 번째, B
는 Fig. 1과 같이 10B는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11B로 유
지하지 못하고 핵분열을 일이키지만 157Gd의 경우 중성자를
하나 흡수하여도 158Gd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자 차
폐 재료로서 신뢰성이 B보다 뛰어나다[3].
이러한 희토류 원소 Gd의 장점으로부터 최근에는 중성자
차폐 재료로서, Gd를 첨가한 합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수한 내부식성을 가지는 스테인리스 강종
과 Gd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테인레스 강의
주요원소와 Gd의 반응,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등에 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9-12].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내 부식성을 바탕으
로 원자력설비에 각광받고 있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
(Duplex Stainless Steel, DSS)에 Gd를 합금화하여 중성자
차폐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기본적인 CD4MCU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에 Gd를 0.6 wt% 이상 첨가하였을
때,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의 주요원소와 희토류 원소 Gd의
미세조직 및 화합물을 분석하였고 Gd첨가에 따른 합금의 파
괴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2 열처리 및 화학분석
CD4MCU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상 실험합금들을 ASTM
890 규격에 의거하여 1040oC에서 고용화 열처리를 진행하였
다[13].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D4MCU 듀플렉스 스테
인레스 강의 목표조성과 실험합금의 조성을 Table 1에 나타
내었으며 ICP-OES (Integra XM2, Inductively Coupled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Australia)와 SPECTROMETAR (GDA750, SPECTRUMA사, Germany)를 이용하
여 화학조성을 정량분석 하였다.
2.3 미세조직 관찰 및 기계적 특성 시험
시험편의 에칭은 Muragami reagent를 이용하여 chemical
etching하였으며 조건은 K3Fe(CN)6:KOH:H2O = 1:1:2 부피비
율의 용액으로 100oC에서 진행하였다. 시험편의 미세조직분석
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Quanta 200F, FEI Company, USA)
을 사용하였고 가속전압(accelerating voltage)을 20 kV로 설
정하였다. 희토류 합금원소 Gd의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
자탐침미량분석기, EPMA (SX-100, CAMECA, France)를
사용하였고, 가속전압 15 kV, 비임 전류(beam current) 20 nA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시험편의 인장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2. 실험 방법
2.1 주조 및 용해
본 연구에서는 ASTM A890 규격에 의거하여 CD4MCU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과 규정 내에서 Gd 함량을 각각 0,

Fig. 1. Schematic diagram of Boron and Gadolinium neutron capture reac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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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ecimen designa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of CD4MCU duplex stainless steels in wt%.

Alloy

Fe

Cr

Ni

Mo

Mn

Si

Cu

C

Gd

CD4MCU

bal

25

5

2

1.0

1.0

3.0

0.02

-

Base

bal

25.4

5.82

2.01

0.98

1.24

3.46

0.01

-

Alloy1

bal

24.7

5.01

1.85

0.95

0.94

2.95

0.01

0.61

(a) 표점거리 16 mm, 두께 2 mm의 KS규격 14B호 비례시험
편을 제작하였다. KS규격에 의거하여 인장시험기(SHIMADZU
사 AGI, Japan)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탄성영역까지 15 MPa/
sec, 소성영역에서부터 30 MPa/sec 변형률 속도로 실시하였
다. 시험편의 경도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FM-7E, FututeTech, Japan)를 하중 10 g으로 설정하여 시험편의 경도를 측
정하였고 나노경도시험기(Mitutoyo, MZT, Japan)를 하중
0.1 mN 조건에서 각 상들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은 많은 합금원소를 포함하기 때
문에 시그마상 및 카이상과 같은 제 2차상의 석출이 쉽고
이러한 2차상들은 스테인리스 강에 기계적 특성 및 내부식성
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14]. 건전한 주물을 얻기 위해서는
제 2상의 석출을 피해야하며,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2상
을 갖는 열처리 온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15].
Fig. 2는 열역학 계산 프로그램인 JMatPro를 이용하여
CD4MCU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의 상태도를 나타내었다.
Fig. 2를 참고하였을 때, 제 2차상의 석출은 910oC 이상에
서는 생성되지 않고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2상만을 가
지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페라이트의 분율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STM A 890 규격에 의거
하여 1040oC에서 고용화 열처리 후 수냉하였다[13].

Fig. 2. The calculated equilibrium volume fraction of the experimental Base alloy using a J-mat pro program.

다. 두 합금 모두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의 어두운 지역의
페라이트, 밝은 지역의 오스테나이트 이상조직을 나타내었다.
Gd가 0.61 wt% 첨가된 Alloy1은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이상 조직과 함께, 밝은 색의 수지상과 구형상이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
Fig. 4는 실험합금들의 미세조직을 후방산란전자 BSE
(back scattered electron) 모드로 촬영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Base합금의 경우 어두운 지역의 페라이트와 밝은 지역의 오
스테나이트 상이 동시에 공존하는 조직을 나타내었다. Gd가
0.61 wt% 첨가된 Alloy1의 경우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공존하였으며, Fig. 3의 광학현미경의 결과와 같이 하
얀색을 띄는 구형의 석출물이 합금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3.2 합금의 미세조직
Fig. 3은 실험합금들의 광학현미경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

Fig. 3.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experimental alloys; (a) Base and (b) Allo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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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s of the microstructure of (a) Base (b) Alloy1.

Fig. 5. (a) SEM image (b) EDS peaks of black spot (c) SEM image (d) EDS peaks of gray spot in Base.

나타났다.
Fig. 5은 Base합금에 형성된 석출물들의 SEM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5(a)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시편
을 촬영한 조직사진이며 시편 내부에 불규칙적으로 검은색
inclusion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검은색
inclusion을 EDS 분석한 결과이다. 주로 Si, Mn 및 O가
결합된 스테인레스 강의 대표적인 Mn-Si-O 복합 산화물인
것을 확인하였다. (c)는 Base 시편을 고배율로 촬영한 조직
사진으로,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계면을 따라 생성된 밝은

색의 석출물을 확인하였다. (d)는 (c)에 나타난 석출물을 EDS
분석한 결과로 대부분이 Cu로 이루어진 화합물 Cu-rich
compound인 것을 확인하였다. Base합금의 경우 목표조성 보
다 Cu가 0.46 wt% 과잉 첨가되었기 때문에 모재 내로 고용
되지 못하고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계면에 Cu농축상(Curich phase)이 석출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3 EBSD 및 EPMA 결과
Fig. 6은 EPMA를 이용하여 Alloy1의 전반적으로 생성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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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image(BSE mode) and EPMA analysis of Gd-intermetallic (a),(b),(c) typical EPMA - line results obtained on 0.6 wt% Gd Alloy1.

Gd 복합 금속간화합물의 성분을 정량 분석한 결과로 Cu와
Gd가 우선적으로 결합된 Cu-Gd 복합 금속간화합물로 나타났
다. 정량 분석된 Cu와 Gd의 상분율을 확인하였을 때, Table

2에 나타난 Cu9Gd2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Fig. 6(c)는 Alloy1를 BSE모드로 촬영한 결과이며, (d)는
(c)에 나타난 Gd 복합 금속간화합물과 기지를 EPMA를 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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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ystallographic data of intermetallic phases[16].

Phase
Cu6Gd

Lattice parameters
a(nm)

b(nm)

c(nm)

structure type, Pearson,
symbol, Space group

0.8030 0.5020 0.9995 CeCu6

op28

Pmma

0.7060

AuBe5

cF24

F-43m

Cu5Gd_H 0.5020

0.4120 CaCu5

Cu5Gd_L
Cu9Gd2

0.5000

hP3 P6/mmm

1.3900

Cu7Gd2
Cu2Gd

0.4320 0.6860 0.7330 CeCu2

CuGd

0.3501

CICs

OI 12

Imma

cP2

Pm-3m
Fig. 8. Vicker’s hardness of Base, Alloy1.

여기서 HV는 비커스 경도 Hit는 나노 인덴테이션 경도
값을 나타내며 Fig. 7에 같이 나타내었다. 단, 이 환산 식은
정확한 환산 값이라 할 수 없고 경향을 나타내는 값으로 확
인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료종류 마다 압입시험에 따른
변형거동 특성이 다르며, 압입자의 형태를 이상적인 형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 환산 식 산출과정에서는 기
타 변수가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19].
Fig. 8은 실험합금의 vickers 경도를 나타낸 것이다. Gd가
첨가되지 않은 Base합금의 경우 경도 값은 225를 나타내었
고, Gd가 0.61 wt% 첨가된 Alloy1의 경우 소량 감소한
201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인 경도의 변화폭은 크지 않
았다. Fig. 7에서 나타나 있듯이 Gd 복합 금속간화합물은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을 이루는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조직보다 최대 4배 이상 낮은 경도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
에 Alloy1 시편에 전체적으로 생성된 Gd 복합 금속간화합물
로 인하여 전체적인 시편의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M. copel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인레스 강 기지 내
에 Gd 복합 화합물이 소량 생성되었을 경우 스테인레스 강의
초기 변형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Table 3은 실험합금의 인장특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Gd가
첨가되지 않은 Base합금의 경우 항복강도 479 MPa와 최대
인장강도 650 MPa, 연신율 26%를 나타내었다. Gd가 약
0.6 wt% 첨가된 Alloy1의 경우 항복강도가 7% 증가한 514
MPa과 최대인장강도 648 MPa, 연신율의 경우 63%가 감소
한 7%을 나타내었다. Gd가 약 0.6 wt% 첨가됨에 따라 항

Fig. 7. Nanoindentation hardness results for Ferrite, Austenite, Intermetallic.

용하여 선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Gd 복합 금속간화합물
생성에 따라 Gd와 Cu의 peak가 나타났으며, 기지 부분에는
Gd의 peak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Gd가 Fe에 대한 고용
도가 없기 때문에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조직에 고용되지
않고 주요원소인 Cu와 금속간화합물을 생성하거나 소량의
Gd 복합 산화물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17].

3.4 기계적 특성 평가
Fig. 7은 실험합금 Alloy1을 이루는 상인 페라이트, 오스
테나이트, Gd 복합 금속간화합물에 대하여 각각의 경도를 측
정한 결과이다. 페라이트의 평균 경도 값은 8545 MPa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경도 값 오스테나이트 5635 MPa, Gd
복합 금속간화합물 1883 MPa 순으로 경도가 높았다. 일반적
으로 페라이트 조직은 BCC 결정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어
FCC 결정구조인 오스테나이트 조직보다 강하며, 듀플렉스 스
테인레스 강에서 페라이트의 조직 분율이 많을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18]. 한준희의 말을 따르
면 나노 인덴테이션의 경도 값을 이용하여 비커스 경도 값으
로 환산할 수 있다[19].

Table 3. Tensile properties of the experimental alloys at room temperature.

HV[kgf /mm2] = {(0.927 × 103)/9.80665} × Hit[Gpa]
= 94.53 × Hit[GPa]
(33)

Yield Tensile
Strength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Base

478.8 ± 11.6

650.0 ± 12.9

26.0 ± 7.1

AlloyI

514.2 ± 29.9

648.4 ± 15.3

7.0 ± 2.5

임재한·정현도·안지호·문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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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images of fracture surface of (a) Base (b) Alloy1 and (c) EDS analysis of Alloy1 after the tensile test.

복강도는 소폭 증가하며 인장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연
신율의 경우는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Gd가
CD4MCU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에 약 0.6 wt% 첨가됨에
따라 항복강도의 증가한 이유는 시편전체의 분산된 금속간화
합물이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성변형의 저항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 강의
Sigma상이나 기타 금속에서 석출물이 생성되는 경우 전위의
이동을 방해시켜 항복강도를 증가시키는 석출경화와 같은 형
태로 생각할 수 있다[14-20]. 또한 M. copel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닐링 처리된 스테인레스 강의 경우 Gd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Gd 복합 화합물들의 전위이동 방해효과로 인
해 항복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Fig. 9는 실험합금들의 인장시험 후 시험편의 파단면을 나
타내었다. (a)는 Gd가 들어가지 않은 CD4MCU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으로 파단면의 경우 단일 축 인장 하중에 따라
대부분이 연성파괴의 형태인 dimple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용화열처리 이후에 합금은 연성파괴형태를 띄었고 이
결과는 인장 실험에서의 연신율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경우 Gd가 0.61 wt% 들어간 CD4MCU 듀플렉
스 스테인레스 강의 파단면으로서, 취성파괴가 양상을 나타냄
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Gd가 첨가된 Alloy1의 파단면에
서 관측되는 하얀색 Gd 복합 금속간화합물을 EDS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이다. EDS 분석결과를 토대로 Cu-Gd-Fe 복
합 금속간화합물인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속간화합
물은 합금이 접촉하는 부위에서 격자 불균형을 일으키고 화
합물과 기지 계면에서 많은 양의 micro void를 생성시키며
응력집중원 및 notch effect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료의 취성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d가 첨가되면서 생성
된 많은 양의 Cu-Gd-Fe 복합 금속간화합물로 인하여 Alloy1
의 취성이 증가되어 충격흡수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
로 사료된다[10-21].

4. 결

하였다.
1) 희토류 합금원소 Gd는 기지에 고용되지 않고 Cu-GdFe 복합 금속간화합물을 만들어 기지내로 석출되었다.
2)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Gd 복합 화합물의 경도 측정
시, 페라이트조직이 가장 높은 경도값을 보유하였고 Gd 복합
화합물은 가장 낮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3) Gd가 CD4MCU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에 첨가 되었
을 때 경도는 소량 감소 하였지만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4) Gd함량이 0.61 wt% 첨가됨에 따라 항복강도가 소폭
증가하였고 최대인장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합금 내부에
전체적으로 생성된 Gd 복합 금속간화합물로 인한 소성변형
저항성으로 항복강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5) Gd함량이 0.61 wt% 첨가됨에 따라 연신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취성파괴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Gd 복합
금속간화합물과 기지 계면 사이에서 생성된 micro void가
응력 집중원으로 작용하여 취성파괴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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