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열처리공학회지, 제27권 제6호(2014)
J.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t Treatment.
http://dx.doi.org/10.12656/jksht.2014.27.6.288

보일러용 T23/T91 이종용접부의 탄소이동에 관한 연구

박기덕·정병호†·강창룡

부경대학교 금속공학과

The Study on the Migration of Carbon in T23/T91 
Dissimilar Metal Welds for Boiler

Ki-Duck Park, Byong-Ho Jung†, Chang-Yong Kang

*Dept. of Metallurgical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9, Korea

Abstract The study on the migration of carbon in T23/T91 dissimilar metal welds for the boiler was conducted

at 600oC with an increase of aging time from 1 to 100 hr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heavily etched

dark band tended to increase from a molten boundary owing to an increase of aging time, which leads to form

hard (T91) and soft (T23) zones with different hardness. It was found that carbon was migrated from T23 area to

T91 area due to different carbon activities. In addition, soft and hard zones were formed in regional area mainly

resulted from carbide dissolutions and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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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 환경 및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됨에 따라 CO
2
와 같은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 및

화석 자원 부족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설비에 대한 고

효율 친환경 발전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이러한 고효율 발전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운전온도를 증가시켜야하기 때

문에 적용된 재료는 고온과 고압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우수한 고온 기계적 특성을 갖는 내열 합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3]. 터빈과 보일러의 주요 부

품은 Cr-Mo 페라이트계 내열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V, Nb, W 등의 석출경화형 원소

를 첨가하여 Creep 특성을 향상시킨 T23 강과

T91 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4-5]. 그

러나 T23 강의 경우, 기존의 T22 강에 비해 고온

기계적 특성은 우수하나 용접후열처리(PWHT) 과정

에서 용접금속(Weld metal)을 포함한 용접부

(Weldment)에 종종 재가열 균열(Reheat cracking)

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첨가된 석출경화형 원

소의 영향으로 인해 재가열 과정 중에 입내 및 입

계 석출이 진행되고 또 잔류응력의 해소도 입계에

집중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6-7]. 특히 기존의

T23 강은 주로 용접금속에서만 재가열 균열이 발생

하여 사용 용접봉과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또 T23 강이 적용된 발전설비에서도 재가열

균열에 의한 손상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7-8],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크리프 특성이 우수한 T91을

이용한 이종금속용접(Disimillar metal welding)이

제안되었다[9]. 그러나 보일러용 T23과 T91 강 소

재의 이종금속 용접부에 대해 실 가동조건에서 균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용접부의 탄소(C)이

동 현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용접

부의 경도 변화 및 석출물 생성과 직접 연관시켜

조사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91 용

접봉(Filler metal)을 사용하여 GTAW(Gas Tungsten

Arc Welding)로 보일러용 T23 강 소재와 용접 후

보일러의 실 가동 조건과 유사한 600oC에서 유지시

간을 변화시킬 경우, 탄소이동의 원인 및 이와 관련

된 현상들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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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모재(T23)와 용접봉(T91)의 화

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화학조성은

ICP-OES로 분석하였다. 용접용 모재는 Fig. 1과

같은 두께 20 mm의 실제 보일러용 튜브(Tube)를

사용하였고, 용접방법은 GTAW(Gas Tungsten Arc

Welding)로 하였다. 이 때 용접은 용접전류 130~

150 A, 용접전압 15~17 V, 용접속도 10~12 cm/

min로 하여 V형 홈에 15층의 다층용접을 실시하였

으며, 용접후열처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보일러의 실

제 사용 환경에서 T23과 T91 이종용접부의 미세

조직 특성 및 경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대기 중

에서 600oC로 고온시효를 실시하였다. 이 때 유지

시간은 1, 10, 100시간으로 변화시켰으며, 냉각은

공냉으로 하였다.

Fig. 1에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은 용융경계선

(Bond)으로, 유지시간에 따른 미세조직 관찰 및 경

도 측정은 주로 이 근방에서 실시하였다. 미세조직은

5% 피크린산 용액에 에칭 후 광학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TEM)을 사용하여 관찰하였으며, TEM

조직은 박막 시편을 제작하여 5% 퍼크로릭산과

95% 메탄올 혼합용액에서 제트폴리싱(Zet poli-

shing) 후 관찰하였다. 그리고 석출물의 분포 및 성

분 분석은 카본레플리카(Carbon replica)법을 이용,

시료 표면에 Carbon film을 코팅 후 2 V의 전압

하에서 Carbon film을 추출 후 Cu Grid로 채취하

여 관찰하였다. 경도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로 측

정하였으며, 용융경계선 부근의 Cr과 C 성분은

Electron Probe Micro-Analysis(EPMA)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특히 T23과 T91 강에 대한 탄소활

동도(Carbon activity, a
c
)는 Thermo-calc(TCFE

database)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용접부의 미세조직 

Fig. 2는 TEM 관찰에 의한 용접 전후의 미세조

직을 나타낸다. 용접 전의 T23 모재의 미세조직은

부분적으로 전위들이 아결정립을 형성하고 있는 템

퍼드베이나이트(Tempered bainite)를 나타내고 있

으며 조대한 석출물들(Fig. 2a의 화살표)이 결정입

계에 분포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용접 후

의 T23 열영향부(HAZ) 및 T91 용접금속의 미세

조직은 래스(Lath)의 형상이 뚜렷한 마르텐사이트가

주로 관찰되고 있으며, 석출물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세조직의

변화는 Cr, Mo, W, V 등의 경화능 향상 원소가

많이 함유되고 또 용접 시의 급열 급냉에 의한 석

출물의 용해 및 마르텐사이트 변태 때문으로 생각

된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23 base and T91 filler metals

 C Si Mn P S Cr Mo W V Nb

T23 0.08 0.42 0.50 0.01 0.009 2.28 0.10 1.50 0.21 0.01

T91 0.08 1.80 0.40 0.009 0.003 8.92 0.96 − 0.23 0.23

Fig. 1. (a) The specification of dimension and (b) cross-
sectional feature of T23/T91 dissimilar metal welds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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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및 경도 변화

Fig. 3은 T23/T91 이종금속용접부에 대한 용접상

태 그대로(As-welded)의 미세조직과 용접 후 600oC

에서 유지시간에 따른 용융경계선 근방에서의 미세조

직 변화를 나타낸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용접

후 600oC에서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용융경계선 근방에 심하게 에칭된

Dark band가 잘 나타나고, 또 유지시간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영역의 면적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심하게 에칭된 영역은 본 실험의 이종용접부에

대한 열처리 조건과 사용소재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C의 이동 때문에 형성된 Hard zone[10-11]으로 볼

수 있으며, 또 이 영역의 형성도 이종금속간의 탄소

활동도[12]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4는 600oC에서 유지시간에 따른 용융경계선

근방의 경도 분포를 나타낸다.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T91의 용접금속 영역이 T23 열영향부에 비해 평균

경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지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화(Softening)가 발생하여 경

도가 점차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특히 T91

Fig. 2. TEM micrographs of (a) T23 base metal, (b) T23 HAZ and (c) T91 weld metal.

Fig. 3. Optical micrographs of dissimilar weldments aged at 600oC for (a) O hr (b) 1 hr (c) 10 hrs and (d) 100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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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금속의 용융경계선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경도가 상당히 높은 Hard zone이 생성되어 있어

연화가 적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T23 열

영향부에서는 연화가 급속도로 일어나 상대적으로 경

도가 가장 낮은 Soft zone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Fig. 5는 열처리 시간에 따른 이러한 Hard zone

및 Soft zone의 경도 차이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

로, 600oC에서 유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 차이

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T23

열영향부에서 T91 용접금속으로의 C 확산이 유지시

간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Hard zone

에서의 탄화물 석출이 지속됨으로 인해 연화속도가

늦추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반면, Soft zone에서

는 기지 및 석출물의 C가 Cr 농축 지역으로 확산

Fig. 4. Micro hardness profiles of dissimilar weldments aged at 600oC for (a) O hr (b) 1 hr (c) 10 hrs and (d) 100 hrs.

Fig. 5. Variation of hardness with aging time in hard and
soft zones.

Fig. 6. (a) SEM micrographs treated at 600oC for 100
hrs showing hard and soft zones, (b) soft zone and (c)
hard zone with high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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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연화가 촉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6의 (a)는 T23/T91 이종금속용접부를 600oC

에서 100시간 유지한 후 용융경계선 부근에서의

SEM 미세조직이며, (b)와 (c)는 전술한 Soft zone

과 Hard zone을 확대한 사진이다. Fig. 6(a)에서와

같이 용융경계선을 따라 석출물의 양 및 분포에 확

연한 차이가 보이는 T23 영역의 Soft zone과 T91

영역의 Hard zone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술한 Fig. 4(d)에서 보인 큰 경도 차이와 직

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oft zone과

Hard zone의 생성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석출물의

형태 및 분포를 조사하였다. Fig. 7과 Fig. 8은 카

본레플리카법에 의해 용융경계선 부근에서 시험편을

채취 후 유지 시간에 따른 각 영역에서의 석출물의

분포 및 형태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 7에서와 같

이 T23 영역의 경우, 용접 후 석출물이 입계를 따

라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0시간으

로 열처리한 후에도 석출물의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석출물의 전반적인 크기는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석출물의 형태는 SAD 패턴 및

EDS 분석 결과 M
23

C
6
임이 확인되었으나 유지 시간

에 따른 석출물 형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이와 달리,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T91 영

역에서는 100시간 유지 후에는 입계와 입내에 석출

물들이 더 많이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입

계 석출물이 주로 M
23

C
6
이고 석출물 형태의 변화는

없지만, 입내에는 V 및 Nb가 함유된 MX 형태의

다른 석출물이 다량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600oC에서 유지 시간에 따른 경도의 변

화가 나타난 이유는 T23 영역에서의 탄화물 용해와,

T91 용접금속의 입계 및 입내에 석출물들이 생성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 Shude에 의하면 2.25Cr-

1Mo와 9Cr-1Mo 강 모재의 이종용접부에서 Hard

zone에는 M
23

C
6
와 같은 Cr 탄화물들만 주로 석출된

다고 보고하였으나[11], 본 실험에서는 M
23

C
6 
석출물

뿐만 아니라 MX 석출물도 같이 관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입내에 석출된 이러한 MX 석출물들

은 전위이동을 효과적으로 방해하여 강도 향상에 기

여 할 수 있으므로 경도가 높은 Hard zone의 생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Fig. 7. TEM micrographs showing precipitates distribution
of T23 base metal near bond line treated at 600oC for (a)
O hr and (b) 100 hrs (c) SAD pattern and EDS of M

23
C

6
.

Fig. 8. TEM micrographs showing precipitates
distribution of T91 weld metal near bond line treated at
600oC for (a) O hr and (b) 100 hrs (c) SAD pattern and
EDS of M

23
C

6 
(d) SAD pattern and EDS of 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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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탄소(C)이동 현상

Fig. 9는 600oC에서 100시간 유지한 경우, 용융경

계선을 중심으로 EPMA에 의해 Cr과 C 성분을 선

분석한 결과이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열처리

후 T23 모재의 열영향부로부터 T91 용접금속 측으

로 C가 이동하여 C 함량이 증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Hard zone의 생성은 탄

화물의 석출 뿐 아니라 T91 계면부의 증가된 탄소

함량의 영향으로 인해 탄소의 고용강화 효과도 증대

되어 Hard zone의 생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T23 모재와 T91 용접봉의 C

함유량에는 원래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접

후 열처리 시 저Cr 영역에서 고Cr 영역으로 C의

확산이 일어난 이유는 탄소활동도(a
c
)의 차이 때문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Thermo-Calc를 사용하여 600oC에서 T23 및 T91

에 대해 C의 함량에 따른 탄소활동도를 계산하였으

며, 이의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탄소활동도

a
c
는 a

c
= N

c
exp (N

A
ε
c

A+ N
B
ε
c

B)와 같이 표현되며

[11-12], a
c
는 탄소활동도, N

A
, N

B
, N

C
는 성분의 몰

(Mole) 수, ε
c

A와 ε
c

B는 Wagner의 상호작용 매개변

수이다.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산된 C 함

량의 범위에서 T91의 비해 T23의 탄소활동도가 더

크며, 실제 T23 소재에 함유된 C 함량과의 탄소활

동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탄소활동도의 차이가 Cr 함량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다. 특히 Cr에 대한 ε
c

cr는 음(−)의 값이므로[12], Cr

함유량이 적은 T23 모재의 탄소활동도가 Cr 함유량

이 많은 T91 용접금속 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

어 탄소활동도 차이에 의한 구동력으로 C의 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용접 후 600oC의 고온

환경에 노출 시 탄소활동도의 차이에 의한 구동력으

로 인해 T23 영역에서 T91 영역으로 C의 이동이

발생, 국부적인 영역에서 탄화물 용해 및 석출이 일

어나고, 또 이에 따라 T23/T91 이종금속용접부에

Soft zone과 Hard zone이 형성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보일러용 T23/T91 이종금속용접부의 탄소이동과

관련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실 환경조건인 600oC

에서 1~100시간 시효시간을 변화시켰다. 시효 시간

Fig. 9. Concentration profile of carbon and chromium with thermal treatment at 600oC for 100 hrs.

Fig. 10. Variation of carbon activity in ferrite as a
function of carbon content calculated by Thermo-Calc
for T23 and T91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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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로 융융경계선으로부터 심하게 에칭된 Dark

band 영역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

라 T91 측에 Hard zone이, 그리고 T23측에 Soft

zone이 형성되어 경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Soft zone과 Hard zone의 형성 원인은 주로 탄소

활동도 차이에 의한 구동력으로 인해 T23 영역에서

T91 영역으로 C의 이동이 발생, 국부적인 영역에서

탄화물의 용해 및 석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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