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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mechanical tests and microstructural analyses including TEM analyses with EDX of precipitates in

modified 9Cr-1Mo steel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cause of embrittlement observed after heat-treatment, which limits

the usage of the alloy for power plants. Mod. 9Cr-1Mo steel specimens at austenite temperature were quenched to the molten

salt baths at 760oC and 700oC, in which the specimens were kept for 10 min ~ 10 hr with subsequent air-cooling. Impact tests

showed that the impact value dropped abruptly when the specimens were kept longer than 30 min at ~760oC reaching to minima

in about 1 hr, and then increasing at further retention. The tensile strength of the specimens reached the minimum value without

much change afterward, whereas the values of elongation showed the same trend as that of the impact value.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 at 700oC also showed a minimum impact value in about 1 h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sothermal heat-

treatment at 760 and 700oC for about 1 hr induces temporal embrittlement in Mod. 9Cr-1Mo steel. The microstructural

examination of all the specimens with extraction replica of the carbides revealed that the specimens with temporal embrittlement

had Cr2C, indicating that the cause of the embrittlement was the precipitation of the Cr2C. In addition, TEM/EDX results

showed that the Fe/Cr ratio was 0.033 to 0.055 for Cr2C, whereas it was 0.48 to 0.75 for Cr23C6, making the distinction of

the Cr2C and Cr23C6 possible even without direct electron diffraction analyses.

Key words modified 9Cr-1Mo steel, temporal embrittlement, M2X(M = Cr).

1. 서  론

발전소의 열효율 향상을 위해 증기온도가 고온화되므

로서 보일러 튜브재료로 종전에 주로 사용하던 1.25Cr-

0.5Mo강, 또는 2.25Cr-1Mo강 대신에 Mod.9Cr-1Mo강이

최근 USC발전용 보일러 튜브재료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

다. 고온용 재료로서 흔히 사용되는 오스테니틱 스텐레스

강은 1.25Cr-0.5Mo강, 또는 2.25Cr-1Mo강에 비해 열전도

도가 느리고, 열팽창계수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해서 개발된 재료가 Mod.9Cr-1Mo강이다. 이

강은 종전의 2.25Cr-1Mo강, 또는 1.25Cr-0.5Mo강에 비해

크리프 특성이 현저히 개선되면서도 열전도도가 우수하

고, 열팽창계수가 작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1-2) 한편, 지

금까지 연구결과로부터 1.25Cr-0.5Mo강이나 2.25Cr-1Mo

강처럼 Cr함량이 7%이하인 CrMo강3)에서는 기지가 페

라이트이고, 탄화물은 Fe3C-Mo2C-Cr23C6로 변화되는 반

면에, Cr함량이 7%이상인 Mod.9Cr-1Mo강은 기지가 마

르텐사이트이며, 탄화물은 Fe3C-Cr2C-Cr23C6로 변화된다

고 알려져 있다.4-8)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금속재료의 기

계적 특성은 금속조직과 석출물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러한 차이는 필연적으로 기계적 특성의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추측된다.9) 지금까지의 이 재료에 대한 연구는 장

시간 크리프 관련특성에 치중한 반면에, 금속조직 변화

및 탄화물 석출의 차이가 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고온용 페라

이트강의 개발동향은 발전소 증기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9Cr에서 12Cr으로 Cr함량이 증가하며, 아울러 다른 합

금원소의 첨가로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Cr탄화물은 이들 페라이트 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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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계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이들 재료에서의 Cr탄화물의 변화 양상을 확실히 파악

하고, 이들이 기계적 특성, 특히 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Cr함량이 7%이상인 Mod.9Cr-1Mo강에서 발생될 수 있

는 Cr탄화물의 석출양상의 변화가 취성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강은 Mod.9Cr-1Mo강중 T/P91강이며,

이 강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열처리는 1050oC에서

15분동안 오스테나이트화 처리한 다음, 760oC 및 700oC

로 유지되는 염욕로에 quenching시켜 30분, 1시간, 3시

간, 6시간 항온변태 처리한 후 공냉시켰다. 항온처리후

공냉시킨 시편들에 대해서 경도, 인장특성, 충격치등의 기

계적 특성 및 금속조직, 석출물등의 미세조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 SEM, TEM등을 사

용하여 금속조직, 석출물등을 조사하였다. 석출물은 direct

carbon extraction relica 법으로 추출하여 EDX 및 전자

회절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석출물 추출용 부식액

으로서는 Viella reagent를 사용하였다. 페라이트 상분율은

QT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위의 항온변태 실

험과 별도로, 페라이트로의 변태가 서서이 일어나는 660oC

에서 항온변태시켜 오스테나이트로부터 페라이트로의 변

태초기에 발생되는 Cr탄화물의 석출양상을 조사하였다. 인

장특성은 폭 4 mm, 표점거리 16 mm의 subsize시편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충격치는 5 × 10 × 55 mm V-notch

subsize 시편으로 상온에서 측정하였고, 경도는 Vickers경

도계(load 200 g, dwell time 15sec)로 측정하였다. 

3. 결  과

3.1 미세조직변화

Fig. 1에 760oC에서 10분에서부터 10시간 사이에 항

온변태시킨 시료에 대한 금속조직을 나타냈다. 항온변태

10분경에 페라이트 변태가 시작되어 항온변태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변태가 계속되다가, 3시간정도 경과되면 변

태가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QTM으로 측정한

변태시간 따른 페라이트 비율을 Table 2에 나타냈다.

Table 2에 나타난 것처럼, 760oC에서 항온변태시킨 경우

와 700oC에서 항온변태시킨 경우에 페라이트 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Fig. 2는 760oC에서 30분정도 변태시킨

시료에 대한 SEM관찰 결과이다. 특이하게도 페라이트 중

앙부위에 lamella와 유사한 형상의 석출물들이 관찰되었

으며, EDX분석결과 Cr탄화물로 확인되었다. 위의 실험

결과는 강표면을 에칭시킨 후 광학현미경, 또는 SEM으

로 관찰한 결과이다. 

Fig. 3은 760oC에서 1시간 변태시킨 시료의 SEM사진

이다.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계면에 Cr탄화물이 불연속

적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P91steel (unit: wt%).

C Cr Mo W V Nb N Si Mn P S

T/P91 0.09 10.1 0.91 - 0.21 0.075 0.043 0.29 0.46 0.014 0.007

Fig. 1. Microstructural change of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

at 760oC for the time; (a) 10 min, (b) 30 min, (c) 1 hr, (d) 1.5 hrs,

(e) 3 hrs and (f) 10 hours. 

Table 2. Volume fraction of ferrite for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s.

 Isothermal Heatreatment Conditions (vol%)

Time(min) Temperature(
o

C)

 760 700

30 3.2 5.3

45 4.5 6.5

60 10.7 12.6

90 20.7 28.3

120 47.4 47.7

24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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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석출물들에 대한 EDX분석결과와 전자회절상 조

사 결과를 아래에 기술하였다. 추출 레프리카에 의한 석

출물의 관찰은 에칭된 면이나, thin film의 경우와 달리

기지조직이 없이 석출물만 존재하므로 정확한 성분비와,

명확한 전자회절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극히 일부분만 관찰된다는 단점도 있다.

3.2 760
o
C에서 변태시킨 경우

1시간 변태시킨 경우에는 이들 석출물의 대부분은 Cr

탄화물이었으며, 일부 V-탄화물, Mo탄화물도 확인되었

고, 세멘타이트로 추정되는 직경 수nm의 세선같은 형상

의 상(Fig. 4)들도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5(a)의 막

대 울타리같은 형상의 석출물들은 EDX 및 전자회절상으

로 분석한 결과 Cr2C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Fig. 5(b)와

같은 작은 타원 형상의 Cr2C도 관찰되었다. 한편, Cr23C6

는 다각형, 막대형, 타원형 여러 가지형상으로 크기 수 µ

으로부터 수십 µ의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Fig. 6).

그 외에 일반적인 석출물과는 형상이 판이하게 다른 수

십 µ의 부채살 형상의 조대한 석출물(Fig. 7)도 관찰되

었으며, 분석결과 Cr23C6로 확인되었다. 

760oC에서 3시간 항온변태시킨 경우에는 Fig. 1에 나

타난 것처럼, 페라이트로의 변태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에서도 Cr2C 및 Cr23C6가 모두 관찰되

었다. 변태가 거의 완료된 시점인 3시간 경과한 경우에

는 대부분이 Cr23C6로 확인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부분

적으로 Cr2C가 관찰되었다(Fig. 8). 이 조건에서도 760oC

1 hr에 관찰된 것과 같은 부챗살 형상의 조대한 Cr23C6

가 관찰되었다.

Fig. 2. Lamella-like Cr precipitates for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sat 760oC for 30minutes.

Fig. 3. Cr23C6 precipitation on grain boundary for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 at 760oC for 3 hr.

Fig. 4. Fe3C for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 at 760oC for 1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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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00
o
C에서 1시간 변태시킨 경우

700oC에서 항온변태시킨 강의 조직도 760oC경우와 거

의 유사한 조직을 나타냈으며, Cr2C와 Cr23C6가 공존하

였다. 그리고, 760oC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한 부챗살 형

상의 조대한 Cr23C6도 관찰되었다.

3.4 660
o
C에서 4시간 변태시킨 경우

Fig. 9는 결정립 삼중점에 출현한 초정 페라이트를 보

여준다. 이 부분을 확대 관찰한 결과, 오스테나이트-페라

이트 계면 일부에서는 Fig. 10과 같은 봉상의 긴 석출

물들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계면과 약간의 각을 이루

면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또 인접한 다른 계면부

Fig. 5. Cr2C preipitates for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 at

760
o
C for 1 hr; (a) fence-like rod type Cr2C and (b) small elliptical

Cr2C.

Fig. 6. Cr23C6 precipitations.

Fig. 7. The folding fan ribs-like enormous Cr23C6 precipitates; (a)

760oC, 1 hr and (b) 700oC, 1 hr.

Fig. 8. Cr2C precipitates for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at 760oC

for 3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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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세선 형상의 석출물(Fig. 11)이 관찰되었으며, 내

부에는 작은 타원형 석출물 및, 조대한 각형의 석출물들

이 존재하였다. 이 세선형태의 석출물은 EDX분석결과

Cr2C로 밝혀졌으며, 봉상의 석출물은 전자회절상으로 분

석한 결과 이 석출물도 Cr2C로 밝혀졌다. 내부에서 관찰

된 작은 타원형 석출물및 조대한 각형 석출물들은 Cr23C6

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기 변태된 페라이트에 존

재하는 석출물중에도 Cr23C6가 상당히 많은 량이 존재하

며, 그 크기도 Cr2C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것들이 이미

Cr2C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3.5 Cr탄화물의 성분비

추출된 Cr탄화물에 대한 EDX분석로부터 Fe/Cr의 비

를 산출하여 Table 3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Cr/Fe의 비

로 나타내는데, 이들 탄화물에서 Cr이 주 원소이므로 Cr/

Fe보다 Fe/Cr의 비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Cr2C에

서의 Fe/Cr의 비는 0.033-0.055, Cr23C6에서는 0.48-0.75

로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EDX로 Fe/Cr의

비만 산출하면 회절상을 분석하지 않더라도 Cr2C인지,

Cr23C6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6 기계적 특성시험: 760
o
C에서의 인장 및 충격

치, 700
o
C에서의 충격치

Fig. 12처럼, 760oC에서 항온변태처리한 강의 인장시험

결과 변태처리 시간이 30분 정도 경과하면 강도는 급격

히 감소하는 반면에 연성은 급격히 증가하다가, 760oC에

Fig. 11. Enlarged picture of region b in Fig. 9.

Table 3. The Fe/Cr Ratio between Cr2C and Cr23C6 (unit: wt%).

a) Composition of Cr2C

Isothermal heat treatment condition Cr Fe Cr/Fe Fe/Cr Mo V

760
o

C 1hr 72.0 3.4 21 0.047 5.3 16.4

760
o

C 3hr

81.9 3.6 23 0.044 7.0 7.5

84.1 3.2 26 0.038 5.6 7.9

85.7 3.0 29 0.035 5.7 5.7

700
o

C 1hr 82.8 3.8 22 0.045 6.5 6.9

660
o

C 4hr

82.0 4.5 18 0.055 6.9 6.6

85.3 2.8 31 0.033 7.5 4.4

81.6 3.5 23 0.043 8.3 6.6

b) Composition of Cr23C6

Isothermal heat treatment condition Cr Fe Cr/Fe Fe/Cr Mo V

760
o

C 1hr 52.5 39.5 1.3 0.75 4.1 4.0

760
o

C 3hr 59.7 34.7 1.7 0.58 4.3 1.2

660
o

C 4hr
63.1 30.1 2.1 0.48 4.4 1.4

55.1 38.9 1.4 0.71 3.6 0.9

Fig. 9. Ferrite transformation at the triple point for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 at 660
o
C for 4 hr.

Fig. 10. Enlarged picture of region A) in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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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시간정도 강도 580MPa로, 연신율 36%에 도달되고,

그후에는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강도, 연신율 모두 거

의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동일한 조건에 시험한 충격치

도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Fig. 13에는 700oC에서 항온변태시킨 강의 충격치의 변

화를 나타냈다. 이 경우에도 760oC에서와 유사한 충격

특성을 나타냈다. 

 

4. 고  찰
 

Fig. 2에 나타난 lamella형상과 유사한 석출물은 EDX

분석결과 탄화물이 확인되었으며, Yun Chul Jung et al

등도9) 고Cr강에서 Cr탄화물이 lamella형상으로 석출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Fig. 5(a)의 막대 울타리 형상

의 석출물이 회절상 분석결과 Cr2C로 확인되었다. 이 두

석출물의 성분및 형상으로부터 이 석출물은 동일한 석

출물로 볼 수 있다. 즉, lamellar 형상과 유사한 석출물

이 추출시 일부만 추출되어 막대울타리 형상으로 나타

난 것으로 추정된다.

Fig. 7의 760와 700oC 두 온도영역에서 항온변태시 발

견되는 부챗살같은 특이한 형상의 조대한 Cr23C6 석출물

은 Lamella형상의 Cr2C가 Cr23C6로 변화되면서 lamella

형상과 유사한 부챗살 형상으로 크게 성장된 것이 아닌

가 추정된다. Fig. 4의 긴 침상의 석출물은 EDX분석결

과 Fe와 C가 주 원소이며 그 형상이 침상이므로 세멘

타이트로 추정되며, 오스테나이트 온도인 1050C로부터

760oC로 quenching하는 동안에 석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계적 특성시험결과는 일시적으로 760oC 및

700oC에서 약 1시간정도부근에서 항온변태시 충격치가 급

격히 저하(일시적 취성)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항온변태

시 Mod9Cr-1Mo강에서 취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

들은 Cr2C의 존재에 의한 가능성,5,11) 입계 석출물, 기타

불순물의 입계 편석, 2상의 존재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요인들에 의한 취성발생가능성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조

사하였다.

4.1 lamella상으로 석출된 Cr2C에 의한 취성 발생

가능성

저자들은 동일한 P91강을 템퍼링하는 경우에 Cr2C에

의해 충격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10) 템퍼링한

경우와 항온변태 처리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두 경우 모

두 기지가 페라이트이며, Cr탄화물이 주 석출물이라는 공

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항온변태시킨 강의 경우에도

Cr2C가 lamella상으로 석출되므로 이들에 의해 충격치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한편, 취성을 나타낸 조건 즉, 760oC 1시간

항온변태시킨 경우와 700oC 1시간 변태시킨 두 경우 모

두 Cr2C가 관찰되어 이 가능성을 높여준다. 항온변태 경

우에서의 Cr2C는 주로 lamella상으로 석출되고 있으므로

이 영역에서는 연성이 낮으므로 미세균열이 발생할 가능

성이 현저히 증가될 것이다. 일단 미세균열이 발생되면 이

균열 선단에 응력집중이 발생될 것이며, 이 응력집중에 의

Fig. 12. Mechanical properties vs heattreating time for the

isothermally heattreated steel at 760oC; (a) impact value and (b)

tensile properties.

Fig. 13. Impact value vs heattreating time for the ispthermal

heatreatemen at 7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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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성이 낮은 인접한 마르텐사이트 부위로 균열이 쉽

게 전파되어 마크로 균열로 발전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

편, 연성이 상당히 높은 760oC에서 3시간 항온변태시킨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Cr2C가 관찰되었다. 그러면 이 경

우에는 Cr2C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취성을 나타

내지 않을가? 이러한 현상은 항온변태라는 특수한 조건

을 고려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석출된 Cr2C는 변

태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r23C6로 변화되어 취성을 나타

내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변태 종료기(3시간항온변태)에

변태된 페라이트(이하 신생 페라이트라 칭함)에 석출된

Cr2C는 Cr23C6로 변태될 시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Cr2C

그대로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취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Cr2C상을 포함하는 신생페라

이트는 항온변태 종료기에 변태가 발생되므로 그 분율이

매우 적을 것이며, 또한 분율이 적으므로 이 상들사이의

거리가 멀 것이다. 아울러, 이들 신생 페라이트 사이는

Cr2C가 없는 연성페라이트 상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므로

Cr2C를 포함하고 있는 신생 페라이트상에서 미세 균열이

생긴다 하더라도 미세균열 수가 적고, 그 크기도 작으며,

또한 미세균열들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Macro균열

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신생 페라이트내에 존재한 Cr2C는 충격치에 실제로

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온변태시 Cr2C를 포함하고 있는 페라

이트 분율이 상당한 항온변태시기에서 Cr2C에의해 취성

이 발생된다는 결론에 모순이 발생되지 않는다. 

4.2 Cr탄화물의 입계 석출에 의한 입계균열 발생 가

능성

Fig. 3처럼 760oC에서 1시간(충격치가 최저치인 조건)항

온변태시킨 강의 금속조직을 관찰하면 입계를 따라 Cr탄

화물들이 선형으로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계탄화물에 존재는 입계 균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또한 항온변태 처리시 불순물

들의 입계편석에 의한 입계파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단면의 관찰결과 입계파단이 아닌 입

내파단임이 확인되어 입계에 석출된 Cr탄화물 및 불순물

의 입계편석이 취성의 원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2상의 존재에 의한 취성 증가가능성

다음으로 항온변태시 오스테나이트로부터 페라이트로의

변태가 일어나므로 변태중에는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2상이 존재하다가 공냉되면 마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의 2

상으로 변태 된다. 공냉된 강의 경우 항온변태 초기에는

Table 2에 나타낸 것처럼,마르텐사이트가 연속상을 이루

고 있다가 변태가 계속되면서 페라이트상이 계속 증가하

여 상대적으로 연성이 우수한 페라이트가 연속상을 구성

하는 분율에 도달되면 연성이 증가하면서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의 Table 2에 나타낸 것처럼

취성이 나타나는 취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항온처리 보전

즉, 760oC, 1hr과 700oC,1hr의 조건에서는 페라이트가 그

분율이 10.6, 12,7%로서 연속상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분율이다. 아울러 이 재료의 공냉시 발생되는 마르텐사

이트는 다른 강에서의 마르텐사이트와 달리 상당한 연

성을 나타내므로11) 마르텐사이트 상의 존재에 의한 취성

발생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r탄화물에 대한 EDX결과를 분석한 결과 Cr2C

에서의 Fe/Cr비는 0.033-0.055, Cr23C6는 0.48-0.75정도를

나타낸다는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이용하면 전

자회절상으로 분석하지 않고 EDX로 간단히 Fe/Cr비만 확

인하여 Cr2C와 Cr23C6의 구별하는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

었다. 본 논문에서도 회절상을 얻기 어려운 Fig. 10과,

Fig. 11의 미세한 석출물을 확인하는데 이 결과를 이용

하였다. EDX 분석한 결과 Fig. 10은 Fe/Cr = 0.044, Fig.

11은 이므로 Fe/Cr = 0.033로서 Cr2C임이 확인되었다. 

5. 결  론

Mod.9Cr-1Mo강의 항온변태시 조직변화및 기계적 특성

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Mod.9Cr-1Mo강의 항온변태시 발생되는 과도기적 취

성은 Cr2C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700-760oC 온도에서 항온변태시 부채살 형상의 조

대한 Cr23C6가 발생된다.

3) 700-760oC 온도에서 범위에서는 1시간 항온변태시 가

장 낮은 충격치를 나타낸다. 즉 취성을 나타낸다.

4) Cr2C에서의 Fe/Cr의 비는 0.033-0.044이었으며, Cr23C6

에서의 Fe/Cr의 비는 0.48-0.75를 나타내 큰 차이를 나

타냈다. 이 결과를 이용하면 복잡한 전자회절상을 사용

하지 않고 EDX에 의한 상분분석만으로도 Cr2C와 Cr23C6

의 구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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