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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ustenite STS316L steel is limited to use as a structural material due to its low yield 

strength. To overcome this problem, many studies have transformed into martensite by cold working. 

However, studies evaluating the corrosion resista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ld working can not be 

f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corrosion resistance of cold rolled austenitic STS316L steel in an 

acid/alkali solution. Degree of cold rolling are 0, 17, 33, 50, 67 and 80%. Austenite transforms into 

-martensite and ′-martensite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ld rolling. Corrosion occurred in an acid 

solution containing Cl- ions and accelerated by the breakdown of the passive films by cold rolling. The 

more degrees of cold rolling, the more weight losses; however, the number of fittings was small due to 

coa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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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테인리스강은 Cr 10.5% 혹은 11% 함유하여, 

탄소강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내식성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용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 

그러나 스테인리스강은 특정한 환경, 사용 조건에

서 부식하는 경우2-8)가 있으므로 올바르게 사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

은 강판의 표면 형성된 치밀한 Cr2O3 산화피막의 

작용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 환경의 

변화와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이 피막이 손상되

었을 경우는 내식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9) 특히 예민화(Sensitization)에 의하여 취

화되어, 내식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10-14)

스테인리스강은 중성의 물에서는 거의 부식이 

되지 않지만 용액 속에 염화물이온(Cl-)이 존재하

면 부동태 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된다. 이 부분

에 구멍이 뚫리거나(Pitting), 인장응력이 가해지는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9726/kspse.2020.24.3.090&domain=http://kspse.org/&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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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에서는 응력 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Cl-는 부동

태 피막중의 피막의 구조나 두께가 다소 불안정

한 부분에서 산소나 수산기와 치환됨으로써 금속 

염화물의 착염을 형성하므로, 이런 국부적으로 피

막이 용해된 부분을 기점으로 부식이 진행된

다.15-17)

한편 오스테나이트 STS316L강은 낮은 항복강

도로 인하여 구조재료로 사용에 제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냉간가공으로 조직을 마르텐사

이트로 변태시킨 연구가 많이 있다.18-21) 그러나 냉

간가공량에 따르는 내식성을 평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0, 17 33, 50, 67 및 80%로 냉간압연

한 STS316L강의 내식특성을 산성/알칼리성 용액

에서 평가하였다. 

2. 재료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재료는 시판 중인 STS316L강

이고, 화학성분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냉간압연

은 재료의 강성을 크게 하고, 특히 스테인리스강

은 오스테나이트상에서 마르텐사이트상으로 변태

한다. 이와 같은 상 변태에 따르는 내식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모재시험편과 5종류의 압연시험편을 

사용하였다. 냉간압연률은 0, 17, 33, 50, 67 및 

80%하였다. 침지시험편의 크기는 25 × 25 × 1 mm

이다. 

침지시험은 경면 연마한 시험편을 산/알칼리성 

용액에 240시간 침지하였다. 산성 용액은 FeCl2 + 

HCl 수용액이고, 알칼리성 용액은 NaO2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무게 변화는 24시간 간격으로 측정하

고, 피팅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체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피팅 부분은 line profile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TS316L(wt.%)

C Si Mn P S Ni Cr Mo Fe

0.016 0.6 1.04 0.03 0.002 10.26 16.51 2.03 Bal.

(a)

(b)

 

(c)

Fig. 1 Microstructure according to degree of cold 

rolling. (a) 0% cold rolling, (b) 20% cold 

rolling, (c) 65% cold rolling

(a)

 

(b)

Fig. 2 TEM obtained from 30% cold rolling 

specimen. (a) ′-martensite, (b)  -martensite

3. 결과  고찰

Fig. 1은 냉간압연률 0, 20 및 65%의 미세조직

을 나타낸다.22) 이것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냉간

압연률 0, 17 및 67%와 비슷한 압연시험편이다. 

(a) 냉간압연률 0%는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으

로 쌍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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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압연률 20% 및 65%는 오스테나이트의 일부가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되어 오스테나이트와 마르

텐사이트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 변태되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표면

기복을 일으키면서 방향성을 나타내고, 일부는 

교차하면서 생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냉간압연률이 많아질수록 압연에 의하여 

생성되는 마르텐사이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 알 

수 있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한 냉간압연률 33% 압

연시험편과 비슷한 30% 압연시험편에서 얻어진 

제한시야 회절패턴과 이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18) 이것은 냉간압연에 의하여 변태

된 마르텐사이트를 결정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냉간압연에 의하여 BCT 구조를 갖는 α´-

마르텐사이트(a)와 HCP 구조를 갖는 ε-마르텐사

이트(b)가 동일하게 방향성을 지니고 밴드 형상으

로 변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압연에 의한 각 상의 체적분률을 나타

낸다. 종축은 각 상의 체적분률을 나타내고, 횡축

은 냉간압연률을 나타낸다. STS316L의 오스테나

이트는 냉간압연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 ′-마
르텐사이트로 변태하였다. 냉간압연률 17% 압연

시험편은 급격하게 상이 변태하였고, 그 이후는 

완만하게 변태하였다. 냉간압연률 80% 압연시험

편은 오스테나이트 47%,  -마르텐사이트 32% 및 

′ -마르텐사이트 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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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ight ratio vs. immersion time according to 

degree of cold rolling. (a) Acidic solution, 

(b) Alkaline solution

Fig. 4는 침지 시간에 따르는 무게비를 나타낸

다. 횡축은 침지시간이고, 종축은 침지전의 무게

에 대하여 각 시간에서 측정한 무게를 나눈 것이

다. (a)는 산성 용액의 결과이고, (b)는 알칼리성 

용액의 결과이다. 산성 용액의 무게비(a)는 냉간압

연률에 관계없이 침지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선

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종류 시험편의 ;무게비

는 240시간에서 약 0.81∼0.86 정도의 범위에 집

중되었다. 냉간압연률 0% 모재시험편의 무게비는 

약 0.86으로 가장 무게 감소가 작았으나, 냉간압

연률 80% 압연시험편은 약 0.81로 가장 작았다. 

대체적으로 냉간압연률이 많아질수록 무게 감소

가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압연에 의하여 표면에 

형성된 부동태 피막이 파괴된 것이 원인이라 판

단된다. 그러나 알칼리성 용액의 무게비(b)는 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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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tting count vs. immersion time according 

to degree of cold rolling in acidic solution

(a)                 (b)

Fig. 6 Pitting appearances of cold rolling specimen 

after immersion test. (a) 0%, (b) 50%

압연률 및 침지 시간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값

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부동태 피막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알칼리성에는 부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후의 결과는 산성 용액에 대

한 것만 나타내었다.

Fig. 5는 산성 용액에 침지한 시험편의 침지 시

간에 따르는 피팅수를 나타낸다. 횡축은 침지시간

이고, 종축은 피팅수를 나타낸다. 모재의 피팅수

는 가장 많았으며, 냉간압연률이 증가할수록 피팅

수가 적게 검출되었다. 이것은 냉간압연률의 증가

에 따라서 무게비가 작아지는 Fig. 4의 결과와 반

대의 결과이다. 그러나 피팅의 관찰에서 냉간압연

률 0% 모재시험편은 피팅이 발생하여 204시간까

지 성장하여도 최대 약 1.14 mm 크기였으나, 냉

간압연률 50% 압연시험편은 최대 약 4.2 mm 크

기였다. 이와 같이 압연시험편의 피팅은 크게 나

타났다. 이것은 미소한 피팅이 발생하여 성장하면

서 합체되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무게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피팅

수가 작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Fig. 5의 

냉간압연률 17% 압연시험편(화살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침지시간은 12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피팅수는 감소하였다.

Fig. 6은 피팅 외관의 사진을 대표적으로 나타

낸다. (a)는 냉간압연률 0% 모재시험편이고, (b)는 

냉간압연률 50% 압연시험편이다.

Fig. 7은 각 상의 체적분률과 피팅수와의 관계

를 나타낸다. 각 상의 체적분률은 오스테나이트, 

-과 ′-마르텐사이트를 나타낸다. 피팅수는 앞에

서도 언급하였듯이 냉간압연률 0% 모재시험편이 

가장 많으며, 냉간압연률 17% 압연시험편이 약간 

감소하였다. 이 이상의 냉간압연률은 피팅수가 완

만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냉간압연에 의

하여 마르텐사이트가 많이 생성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압연에 의한 마

르텐사이트 생성으로 강성은 증가하지만, 표면의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내식성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부식환경에 사용하는 STS316L

강은 부동태 피막이 형성된 재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Fig. 8은 침지시험 후의 라인 프로파일을 나타

낸다. x축은 측정거리이고, Y축은 검출 성분의 상

대적인 양(%)을 나타낸다. (a)는 냉간압연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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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itting count according to volume fraction of 

each phase in acidic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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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Chemical composition from line profile of 

pitting specimen with degree of different 

cold rolling. (a) 0%, (b) 50%, (c) 80%

시험편, (b)는 냉간압연률 50% 시험편, (c)는 냉간

압연률 80% 시험편을 나타낸다. 화학 성분은 Fe, 

Mg, Cr, Mo, Ni 및 Si로 냉간압연률에 관계없이 

검출되었다. 또한 검출량은 3가지 시험편에서 비

슷하게 나타났다. 일부에서 화학 성분이 전혀 검

출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은 피팅이 깊어서 경

사진 부분이 라인 프로파일 되지 않은 것이다. 냉

간압연에 의한 시험편은 강성이 증가하여도 화학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내식성은 표면의 부동태 피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성 용액에서 부식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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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부식은 식 (1)로 나타내지만, 부식 초

기는 식 (2)와 같이 철은 제1철염화수산화물로 산

화되면서 수소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식 (3)과 같

이 제1철수산화물이 수소 및 산소와 반응하여, 제

2철수산화물로 산화되면서 염소이온과 수소이온

이 발생한다.

4. 결  론

냉간압연률이 다른 STS316L 시험편을 사용하

여, 산성 및 알칼리 용액에 침지시켜 부식특성을 

평가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오스테나이트는 냉간압연률이 많을수록 -마르

텐사이트 및 ′-마르텐사이트로 많이 변태하였다.

2) 부식은 Cl-이온이 존재하는 산성 용액에서 

발생하였으며, 냉간압연에 의하여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부식이 가속되었다.

3) 냉간압연률이 많을수록 무게감소가 많았으

나, 피팅이 빠르게 성장하여 합체로 인하여 피팅

수는 작았다.

4) 피팅부의 라인 프로파일에서 냉간압연률에 

관계없이 화학 성분이 비슷하여, 피팅의 발생은 

압연에 의한 부동태 피막의 파괴가 원인이다.

5) 냉간가공에 의하여 강도는 향상하지만, 부동태 

피막의 파괴로 내식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가공 후

에 내식성 향상을 위한 후처리를 실시하여, 구조부재

에 적용하면 고강도 재료로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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