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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내식성 주철의 경도 및 부식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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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uper Cast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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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fossil-fuel-fired power plants, a variety of pollutants are produced from the combustion of 
conventional fuels such as coal, oil and gas. Major component of such pollution are ash and corrosive 
chemicals, which also destroy pumps and piping; by causing erosion/corrosion, pitting, and wear. In order 
to over come such damage, materials with high hardness and high corrosion resistance are needed. In this 
work, we melted super-cast-iron with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and high hardness. To elucidate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microstructural analysis, hardness measurement, and corrosion tests were per-
formed. Test results revealed that the super-cast-iron had several tens better corrosion resistance than 316 L
stainless steel, and it also had a high surface hardness (> HRC45). High hardness, in spite of its low carbon 
content (0.74%C), could resulted from a hardening heat treatment to precipitate sufficient Cr7C3 and 
Cr23C6. Also, it was concluded that the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of the super-cast-iron was due to the 
increase of the relative chromium content by minimizing the carbon content, and by the enhancement of 
passive film by the addition of Cr, Mo, Cu, and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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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 연료를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얻는 설비의 경우, 화석 

연료의 연소에 따른 많은 오염물질들이 생성되게 된다. 대표

적인 물질은 회분(Ash)과 SOx 및 NOx 등이다 [1-4]. 

그 중에서 환경 규제에 대한 대비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탈황 설비의 기능은 연소되어 배출되는 가스 중의 

유해 성분, 특히 황산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

황 설비의 가동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 중의 하나가 탈황 설

비 슬러리(Flue Gas Desulfurization slurry)이다. 앞의 회분과 

슬러리에는 부식성 물질이 매우 많고 또한 경질의 고체 입자

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5]. 부식성이 강하고 고체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물질들을 이송하는 펌프류 또는 배관류에서

*Corresponding Author: Young Sik Kim
[Tel: +82-54-820-5504, E-mail: yikim@anu.ac.kr]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는 부식 및 침식 등의 많은 손상이 발생되고 있다. 일반적인 

스테인리스강은 경도가 낮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침식이나 

마모에 의하여 설비의 고장이 유발되므로 마모에 대한 저항

성이 크고 동시에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큰 재료가 필요하다. 

슬러리 펌프 부품으로는 고크롬(> 27%Cr) 주철이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 고크롬 주철도 탈황 설비의 슬러리 펌프 등의 부

품으로 사용할 때 부식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6-9].  

Cr, Mo, W, Ni, N 등의 원소는 금속재료의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원소로서 스테인리스강 등의 내식성 향상

을 위하여 첨가되는 대표적인 합금 원소이다 [10-12]. 그 중

에서 내식성을 높이는 Mo의 효과는 Cr의 3.3배에 이르며, W

은 Mo 효과의 0.5배를 나타내며, 질소의 경우는 Cr의 16-30

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슬러리 펌프용 

27%Cr 백주철의 내마모성은 상업용 스테인리스강보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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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alloys (wt%)

Cr Mn Ni Mo Cu W Si C P S V Fe Remarks

F111 29.76 0.38 3.40 3.73 1.73 1.99 0.99 0.74 0.020 0.008 0.49 bal. AIM

F112 29.91 3.47 3.34 3.71 1.61 1.91 1.02 0.74 0.027 0.008 0.54 bal. AIM

A05 24.6 - 0.58 0.19 0.17 - - 3.2 - - - bal. Warman®

A49 27.8 - 2.60 1.80 2.0 - - 1.5 - - - bal. Warman®

하지만 부식 속도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식 형태는 주

로 침식 부식과 공식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면서도 경도가 커서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큰 

재질의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크

롬 주철의 경도와 유사하면서도 내식성이 우수한 초내식 주

철을 제조하여 그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조건의 영향을 평가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편

시편 제작은 순수한 상업적 품위를 갖는 전해철 (99.9%), 

Cr (99.9%), Ni (99.9%), Mo (99.9%), W (99.8%), Si (99.2%), 

Mn (99.8%), Cu (99.9%) 등을 사용하여 대기유도용해(중저

주파 방식) 하였다. 용해 후, 1630 ℃~1650 ℃의 온도에서 

150 × 150 × 300 T(단위: mm) 크기의 세라믹 주형에 출탕하

여 주괴(Ingot)를 제조하였다. 용해 주조 후, 소둔조건은 1050 ℃, 

180분으로 고정하고 경화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을 변화시켰

다. 표 1은 실험합금의 화학적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A05 및 

A49 합금은 상업용 합금으로서 비교재이다.

2.2. 미세조직분석 및 경도측정

미세조직 및 탄화물 석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SiC 연

마지를 이용하여 #2000까지 연마하고 다이아몬드 페이스트

(1 μm)를 이용하여 경면이 되도록 정마하였다. Villela용액 

(5 mL HCl + 1g picric acid + 94 mL methanol)을 사용하여 

에칭한 후 아세톤, 알코올, 증류수 순으로 초음파 세척하고 

건조한 뒤, 광학현미경(ZEISS사의 Axiotech 100HD)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

절분석을 행하였으며, 구성물질의 양은 피크의 반가폭과 높

이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한편 각각의 시편을 1.5 cm × 1.5 cm

의 크기로 절단하여 양면이 수평이 되도록 SiC paper를 이용

하여 #120까지 연마 한 후 합금의 경도를 로크웰 경도기(C- 

scale)로 측정하였으며, 비커스 경도는 인가하중 500 g을 가

하여 측정하였다. 

2.3. 부식 시험

ASTM G48 [13]에 기초하여 20 ℃, 6% FeCl3 용액 및 Green 

Death Solution I (20 ℃, 7% H2SO4 + 3% HCl + 1% FeCl3 + 

1% CuCl2) 용액에서 24시간 침지시험 후  부식속도를 측정

하였다. 전기화학적 부식시험은 탈기된 50 ℃의 1N NaCl + 

0.5 N HCl 용액 중에서 포텐시오스타트(Gamry DC 150)를 

이용하여 개방회로전위보다 ‒200 mV 낮은 전위부터 1 mV/ 

sec의 속도로 분극을 행하였다. 기준전극은 포화감홍전극(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 상대전극은 고밀도흑연봉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처리 조건 변화에 따른 경도의 변화

고크롬 주철에 요구되는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경도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고크롬 주철의 경도는 

‘HRC 40 (A49의 경우 HRC 44.2)’ 정도이다. 고크롬 주철의 

경도는 합금의 조성 이외에 열처리 온도와 냉각 방법에 의해

서 영향을 받는다. 그림 1은 열처리 조건에 따른 실험합금 

F111 및 실험합금 F112의 경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소둔 

열처리 온도와 시간은 1050 ℃ 180분으로 일정하게 행하고 

수냉 한 뒤, 경화 열처리 온도를 변화시켰다. 경화열처리 시

간은 90분으로 일정하게 행하였으며 수냉 하였다. 열처리 분

위기는 질소(N2) 가스를 1 ℓ/min으로 주입하였다. 주조된 상

태(As-cast)의 경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소둔열처리(A) 

및 경화열처리(A-경화열처리 온도) 후 수냉(WC, Water Cool-

ing)하였다. 경화열처리를 행하게 되면, 경도가 상승하나 실

험합금 F111의 경우 550 ℃, 실험합금 F112의 경우 450 ℃에서 

최대의 경도를 보이고 있는데 각각 HRC 46.7 및 HRC 47.3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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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hermal treatment on the hardness of super cast iron 
(A (Annealing) : 1050 ℃ - 180 min, A-Hardening temperature (℃), 
Hardening time :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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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ooling condition after hardening treatment on the 
hardness of super cast iron; (a) air cooled specimen after annealing 
(b) water cooled specimen after annealing (AC; air cooling, WC; 
wate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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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hardening heat treatment on micro Vickers-hardness 
for the matrix and precipitates of super cast iron.

그림 2는 소둔열처리(1050 ℃ 180분) 및 경화열처리(450 ℃ 

90분) 후 냉각 조건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2(a)를 보면, 소둔 열처리 후 공냉(AC, Air Cooling)한 시

편 (F111:HRC 35.7, F112:HRC 32.5)을 경화 열처리 후 공냉

(F111:HRC 35, F112:HRC 36.5) 및 수냉 (F111:HRC 36.3, 

F112:HRC 36.2)한  두 경우 모두 HRC 40 보다 낮은 경도값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림 2(b)에 나타낸 것처럼 소둔 열처

리 후 수냉 (F111:HRC 36, F112:HRC 39.5)한 시편을 경화 

열처리 후 공냉 (F111:HRC 46.5, F112:HRC 45.8) 및 수냉 

(F111: HRC 46.7, F112:HRC 47.3)한 두 경우 모두 경도가 급

격히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경화 열처리 후 

경도는 소둔 열처리 후 냉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소둔 열

처리 후 최대한 빠른 냉각 조건을 적용해야 높은 경도를 얻을 

수 있다.

후술된 고크롬 주철의 미세조직은 크게 기지조직과 석출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출상에는 여러 가지의 탄화물이 

석출되어 있다 [14]. 소둔 열처리 후 수냉한 시편의 경도를 비

커스경도기로 측정한 결과, 실험합금 F111은 Hv 354, F112

는 Hv 384로 평가되었으며 경화 열처리 후 수냉한 시편의 경

도는 실험합금 F111은 Hv 459, 실험합금 F112는 Hv 452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값은 평균적인 값이고 미세조직 관찰에

서 두 가지의 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각 상의 경도

를 그림 3과 같이 평가하였다. 실험합금 F111에서 Ferrite 

matrix의 경우, 소둔재 Hv 316에서 Hv 369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석출상의 경우, 소둔재 Hv 598에서 경화재 

Hv 506으로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실험합금 

F112는 Ferrite matrix의 경우, 소둔재 Hv 341에서 Hv 410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석출상의 경우, 소둔재 Hv 

683에서 경화재 Hv 592로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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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hardening heat treatment on optical microstructure of super cast iron after annealing and hardening treatment; (a) F111 1050-180,
(a') F111 550-90, (b) F112 1050-180, and (b') F112 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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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nnealed and hardened F111 and 
F112.

다. 따라서 경화열처리에 따른 석출물의 미세경도는 일부 감

소하였으나(그림 3),  Ferrite matrix의 전체 부피비가 월등히 

많으므로 전체 경도(그림 2)는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둔상태의 경도보다 경화열처

리를 행할 경우 경도가 상승하지만, 그림 3처럼 경화열처리

로 인하여 기지조직의 미세경도는 상승하고 오히려 석출상

의 미세경도는 감소한 현상의 원인은 석출물의 관점에서 본

다면, 소둔 상태에서 석출상에 집중되어 있던 M23C6, M7C3 

등과 같은 석출물 [15]이 경화 열처리에 따라 기지조직과 석

출상 두 상 전체에서 석출되면서 두 상간의 성분차는 줄어들

었지만 전체 석출물의 양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2.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

그림 4는 실험합금 F111 및 실험합금 F112의 소둔재 및 경

화재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합금 모두 경화재의 석

출물이 소둔재의 석출물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경화 열처

리에 의해 석출물이 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속 탄화물 양

의 증가 여부는 미세조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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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hardness and the amount of 
precipitates in F111 with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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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itting corrosion rate obtained in 6% FeCl3 at 20 ℃ for com-
mercial alloys, and annealed F111-A/F112-A and hardened F111-H
and F1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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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itting corrosion rate obtained in ‘Green Death Solution 
(7% H2SO4+3% HCl+1% FeCl3+1% CuCl2)’ at 20 ℃ for comm-
ercial alloys, and annealed F111-A/F112-A and hardened F111-H 
and F112-H.

SEM-EDS 등의 평가가 더해진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

림 5는 실험합금 F111 및 실험합금 F112 소둔재 및 경화재의 

냉각 조건에 따른 XRD 측정 결과이다. 두 합금 모두 Ferrite 

기지에 Cr23C6, Cr7C3 금속 탄화물이 다량 존재하고 미량의 

Austenite 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Mn이 0.38 wt% 

첨가된 실험합금 F111과 Mn이 3.47 wt% 첨가된 실험합금 

F112 두 시편 간 피크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6은 그림 5에서 구한 소둔 및 경화 열처리 

시 Cr23C6, Cr7C3 금속 탄화물의 양과 경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탄화물의 양은 피크의 반가폭과 높이를 이용하여 구

하였다. 그림 6의 경도의 변화 경향이 Cr23C6의 양 변화 경향

보다 Cr7C3의 양의 변화 경향과 더 유사성이 큰 결과에 기초

하여 볼 때, 경화 열처리에 따른 경도의 증가는 Cr23C6 보다는 

Cr7C3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열처리 조건에 따른 부식 특성의 변화

그림 7은 실험합금 소둔재와 상용재의 내식성을 비교한 것

이다. 침지실험은 ASTM G48-92에 의해 20 ℃, 6% FeCl3 용

액에서 24시간 시험 후 부식속도를 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F계열의 설계에서 Mn의 함량을 변수(실험합금 F111 : 

0.48%, F112 : 3.47%)로 채택하였다. 그림에서 소둔재 F111- 

A의 부식속도는 0.5 mm/y이고 소둔재 F112-A의 부식속도는 

0.8 mm/y이나, 경화 열처리를 행하고 나면 경화재 F111-H의 

부식속도는 2.2 mm/y이고 경화재 F112-H는 22.6 mm/y로 부

식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소둔열처리(1,050 ℃ 180

분 수냉) 후 경화열처리(F111은 550 ℃, F112는 450 ℃ 90분 

수냉)를 행하게 되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하게 되며, 

이는 앞의 미세조직과 경도에서 검토되었듯이 크롬 탄화물 

등이 생성되므로 유효 크롬이 감소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즉, 고크롬 주철의 경우, 경도 향상을 위하여 경화 열처

리를 행하게 되는데, 그림 5에 나타내었듯이, 경화 열처리 과

정 중에 크롬이 탄소와 반응하여 크롬탄화물을 생성하게 되

고 그 결과로 경도가 향상된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탄화물을 형성시킬 수 있는 탄소량을 표 1에서처럼 1% 이하

로 억제시켰기 때문에 내식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

인 크롬 [16]이 탄화물을 많이 형성하지 않으므로 유효 크롬

이 많게 되고 따라서 높은 내식성이 얻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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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hardening heat treatment on the CPT (critical pitting 
temperature) of F111 in 6% FeCl3 and ‘GDS (Green Death Solu-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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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annealed and hardened F111 
and F112, and 316 L stainless steel in deaerated 1 N NaCl + 0.5 N HCl 
at 50 ℃.

한편 상업용 스테인리스강인 STS304L 및 STS316L의 부식

속도는 각각 3,446.8 mm/y 및 174.1 mm/y의 매우 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도가 실험합금과 유사하거나 더 높았던 

고크롬주철 상업용 합금인 A05 및 A49의 부식속도는 

52,223.6 mm/y 및 34,815.8 mm/y의 극히 높은 부식속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화 열처리된 실험합금의 내식성은 

316L 스테인리스강보다 최소 7.7배에서 최대 79.1배 더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고크롬 주철보다는 최소 

1,541배에서 114,892배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

게 우수한 내식성을 실험합금이 보인 이유는 상업용 고크롬 

주철보다 탄소함량을 저하시킴으로써 유효 크롬의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되도록 제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8은 실험합금과 상용재의 Green Death Solution Ⅰ
(20 ℃, 7% H2SO4 + 3% HCl + 1% FeCl3 + 1% CuCl2, ΔW = 

5 mg) 중에서 24시간 침지 후 부식속도를 구한 것이다. 그림

에서 소둔재 F111-A의 부식속도는 0.08 mm/y이고 소둔재 

F112-A의 부식속도는 0.07 mm/y이나, 경화 열처리를 행하

고 나면 경화재 F111-H의 부식속도는 0.54 mm/y이고 경화

재 F112-H는 0.91 mm/y로 부식속도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 

즉, 소둔열처리(1,050 ℃ 180분 수냉) 후 경화열처리(F111은 

550 ℃, F112는 450 ℃ 90분 수냉)를 행하게 되면 부식에 대

한 저항성이 저하하게 되며, 이는 앞의 미세조직과 경도에서 

검토되었듯이 크롬 탄화물 등이 생성되므로 유효 크롬이 감

소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업용 스테인리스강

인 STS304L 및 STS316L의 부식속도는 각각 24,371 mm/y 

및 313.3 mm/y로 매우 높다. 즉, 경화 열처리된 실험합금의 

내식성은 316L 스테인리스강보다 최소 344배에서 최대 580

배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합금이 이렇게 우수한 

내식성을 보인 이유는 탄소함량을 저하시킴으로써 유효 크

롬의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되도록 제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그림 9는 실험합금 F111 소둔 및 경화재의 6% FeCl3 용액

과 Green Death Solution (GDS) 용액에서 구한 임계공식온도

(CPT, Critical Pitting Temperature)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합

금 F111의 경우, 6% FeCl3에서 구한 CPT는 소둔재는 25 ℃, 

경화재는 20 ℃, Green Death Solution에서 구한 CPT는 소둔

재는 35 ℃, 경화재는 30 ℃로 평가되었다. 그림 7과 그림 8에

서 구한 부식속도 결과와 유사하게 소둔재보다 경화재의 내

식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6% FeCl3에

서 구한 CPT로부터 소둔재 및 경화재의 공식저항지수(PRE, 

Pitting Resistance Equivalent)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7], ; CPT = 3.2PRE30 ‒ 78.1 또는 PRE30 = 0.31CPT + 

24.4. 이 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소둔재의 계산 PRE는 32.0, 

경화재의 계산 PRE는 30.6으로 나타난다. 316L 스테인리스

강의 전형적인 PRE가 26.3이므로 실험합금이 316L 스테인

리스강보다 우수한 내식성이 얻어지는 결과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실험합금 F111가 탄화물을 형성하지 않았다

고 가정하고 PRE를 계산하면 45.4로 계산된다. 즉, PRE가 

45.4일 경우, CPT는 위 식에 의하여 구하면 67.2 ℃로 계산된

다. 다시 말하면, 실험합금의 경우, CPT가 67.2 ℃정도를 보

일 수 있었으나 실제로 20 ℃(경화재)로 저하된 이유는 합금 

중에 함유된 탄소가 크롬을 탄화물로 고정하여 유효 크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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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annealed and hardened 
F111 and F112, and 316L stainless steel in deaerated 3.5% NaCl at 
30 ℃. 

낮아지게 되는 효과로 인하여 경도 상승이 되고 내식성은 저

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도와 내식성이 함께 

유지되어야 하는 합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10은 50 ℃의 탈기된 1N NaCl + 0.5N HCl 혼합용액

에서 구한 실험합금 F111과 실험합금 F112의 양극분극곡선

이다. 실험합금 F111 소둔재와 경화재의 부식전위는 ‒380 mV 

(SCE)로 316L 스테인리스강과 비슷하며, 임계양극전류밀도

는 10‒3.93A/cm2로 316L의 10‒1.8A/cm2 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 

316 L 스테인리스강의 부동태 전류밀도는 10‒2.6A/cm2로 

10‒5.36A/cm2의 실험합금 F111 소둔재가 더욱 우수하다. 경화

재 F111의 부동태 전류밀도는 10‒4.9A/cm2으로 평가되어 경

화 열처리에 따라 내식성이 일부 감소하는 것과 일치된 경향

을 보인다. 실험합금 F112 소둔재와 경화재의 임계양극전류

밀도는 각각 10‒3.8A/cm2, 경화재가 10‒4.08A/cm2이며, 부동태 

전류밀도는 소둔재가 10‒5.04A/cm2, 경화재가 10‒5.21A/cm2로

써, 앞의 다른 부식실험 결과와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은 30 ℃의 탈기된 3.5% NaCl에서 실험합금 F111

과 실험합금 F112 소둔재와 경화재에 대하여 구한 양극분극

곡선이다. 실험합금 F111 및 F112의 부동태 거동은 유사하

며, 산소발생전위 이상의 전위에서 전류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316L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부동태 전류밀도는 유사

하지만 +450 mV (SCE) 전위 부근에서 공식이 발생되어 급

격히 전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 앞에서 구한 여러 

부식시험 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험합금의 부식저항성을 ASTM G48법에 의한 임계

공식온도 측정 및 50 ℃의 1N NaCl + 0.5N HCl 용액 중에서

의 분극시험을 통해 내식성이 316L 스테인리스강보다 훨씬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경도가 다른 유사 주철 수준으로 높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험합금을 ‘초내식성 주철(Super Cast 

Iron)’이라 명명하였다.

5. 결     론

316 L 스테인리스강보다 부식저항성이 수십 배 우수하면

서도 경도가 HRC 45 이상을 보이는 초내식성 주철이 HRC 

45 이상의 경도를 얻게 된 것은 합금 중 탄소함량이 0.74%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Cr7C3 및 Cr23C6를 충분히 석출시킬 수 있

는 경화열처리에 기인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최적의 열처리 

조건은 1050 ℃의 소둔 후 수냉 및 450~550 ℃에서 90분 경

화열처리한 뒤 수냉하는 것이다. 한편 초내식 주철의 우수한 

내식성은 Cr, Mo, Cu, W 등에 의한 부동태 피막의 강화와 높

은 경도를 얻기 위한 탄소함량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유효 

크롬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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