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earch Paper]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Korean J. Met. Mater.), Vol. 56, No. 2 (2018) pp.93-102 93

DOI: 10.3365/KJMM.2018.56.2.93

Mod. 9Cr-1Mo강 LB 및 GTA 용접부 열이력에 따른 δ 페라이트 생성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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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oughness and creep strength of Mod. 9Cr-1Mo steel, a ferritic heat resistant steel, are closely

related to the amount of delta ferrite remaining in the weld. This study compared the amount of retained

δ ferrite in the laser beam (LB) weld with low heat input and the gas tungsten arc (GTA) weld with high

heat input. A greater amount of retained δ ferrite in both the LB and GTA welds was found in the fusion

zone (FZ) interface than in the FZ center and coarse-grain heat affected zone (CGHAZ). LB welds had more

retained δ ferrite than GTA welds. Thermal history of the welding process and location in the welds were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By simulating the thermal history, calculated at the FZ interface for

each welding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LB welds had more retained δ ferrite than the GTA welds

in the specimens. The amount of retained δ ferrite increased as the time spent in the δ ferrite phase region

increased and as the cooling rate increased. The effect of the cooling rate on the amount of retained δ ferrite

was greater than the time spent in the δ ferrite phase region upon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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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9Cr-1Mo강은 스테인리스강 보다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사

용 할 수 있는 페라이트계 내열강재이다. 개량형(modified,

Mod) 9Cr-1Mo강은 9Cr-1Mo강에 V와 Nb를 첨가하여 석

출 강화 및 고용 강화를 통해 600 oC, 100,000시간 기준

100 MPa급의 우수한 고온 크립강도를 지니도록 특성이 개

량된 강재이다 [1,2]. 현재 Mod. 9Cr-1Mo강은 초초임계

화력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으며, 압력 용기, 파이프, 튜빙

소재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3]. 또한, Mod. 9Cr-1Mo

강이 다양한 용도와 부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공 및 보

수에 필요한 용접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Mod. 9Cr-1Mo강의 용접 시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용접부에 잔류하는 δ 페라이트(ferrite)이다. 일반적으로 다

량의 잔류 δ 페라이트는 용접부의 크립강도를 저하시키며,

연성취성천이온도(ductile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 증가를 일으켜 인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4-6]. 또한, 용접부의 잔류 δ 페라이트는 용접

후 열처리 시 석출물의 조대화를 일으켜 피팅의 기점으로

작용하여 내식성의 저하를 일으킨다고도 알려져 있다 [7].

고온에서 사용되는 Mod. 9Cr-1Mo강은 완전한 템퍼드 마

르텐사이트 (fully tempered martensite) 미세조직을 가지기

위해 Cr의 높은 함량이 요구된다 [2]. 페라이트 안정화 원

소인 Cr과 Si의 높은 함량으로 인해 용융 후 응고 시 δ

페라이트가 생성되며 [8,9], 마찬가지로 용접 시 특히 용융

부(fusion zone, FZ) 경계면에 잔류 δ 페라이트가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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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성된다 [10]. 잔류 δ 페라이트는 화학 조성 뿐만 아

니라 용접 시 빠른 냉각속도로 인한 비평형 상변태가 δ

페라이트 생성을 촉진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11].

Mod. 9Cr-1Mo강은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쉴

드메탈아크(shield metal arc), 가스텅스텐아크(gas tungsten

arc, GTA) 등 다양한 아크 용접법이 적용되고 있다 [12].

아크 용접은 높은 입열량을 요구하며 다층 용접이 필요하

여 큰 용접 변형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체 용접법으로 저입열 레이저 빔(laser beam) 용접

을 생각할 수 있다. LB 용접은 아크 용접에 비해 열영향

부(heat affected zone, HAZ)가 좁아 Type IV 균열을 줄

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13,14].

현재까지 Mod. 9Cr-1Mo강에서 잔류 δ 페라이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크 용접부에서 이루어졌다. 잔류 δ 페라이

트에 대한 연구는 확산에 의한 성장을 하는 δ 페라이트

특성상 냉각 속도를 달리하여 생성 거동을 분석한 것이 대

부분이었고, 연구 결과는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

으며, 냉각 속도가 느릴수록 또는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잔류 δ 페라이트가 증가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어 있다

[5,10]. 잔류 δ 페라이트가 주로 생성되는 영역으로 보고되

는 FZ 경계면은 냉각 속도를 직접 측정하기 용이하지 않

아서 잔류 δ 페라이트와 냉각 속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레이저 용접에 대한 연구

는 더욱 미비하며, 아크 용접에 비해 냉각 속도가 빠른 레

이저 용접부에서의 잔류 δ 페라이트 생성거동에 대한 연구

도 대체 용접법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od. 9Cr-1Mo강을 LB 및 GTA 용접하

여 용접부에서 잔류 δ 페라이트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유

한요소 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EA)로 용접 기법별

및 용접부 위치별 열이력을 계산하였다. FEA 계산 열이력

을 바탕으로 Gleeble test로 모사하여 용접 기법별 및 용

접부 위치별 가열속도와 냉각속도가 잔류 δ 페라이트 생성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 실험 및 계산 모사 방법

2.1. 용접 조건 및 미세조직 측정

Mod. 9Cr-1Mo강 모재는 노말라이징(1,080 oC 1시간)과

템퍼링(760 oC 2시간) 처리하여 제조하였으며 화학 조성

은 표 1에 나타내었다. GTA 용접은 115 × 100 × 6 mm

의 시편을 18 V 및 300 A와 용접 속도 0.25 cm/sec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용접부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좁은

LB 용접은 115 × 50 × 6 mm의 시편을 출력 4 kW,

Focal size 290 µm와 용접 속도 0.83 cm/sec의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용접은 모두 제살 비드온 플레이트(Autoge-

nous bead on plate, BOP)법으로 실시하였다.

용접 후 미세조직 분석을 위해 시편을 연마하여 에탄올

(90 ml) + 피크르산(1 g) + 염산(5 ml) 조성의 Viella's

Etchant로 에칭하였다.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s-

cattered diffraction, EBSD)을 사용하여 δ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상을 구별하였다. LB 및 GTA 용접부의 잔

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FZ 경계면, FZ 중심 그리고 조립

열영향부(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 CGHAZ) 세

부위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각 부위별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미세조직 사진(2,000배) 45장(LB 용접), 90장

(GTA 용접)으로 Image analysis를 이용하여 평균값을 계

산하였다. 입계 및 입내에 존재하는 탄화물 분석은 에너

지 분산형 분광 분석법(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를 사용하였다. Gleeble 모사 시험 시편의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열전대가 부착된 동일지점에서 측정하였

고, 각 시편 당 SEM 미세조직 사진(5,000배) 20장으로

사진분석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2.2. 용접부 열이력 예측을 위한 유한요소해석법

냉각 속도가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에 미치는 영향은 용접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YSWeld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15]. 용접 시뮬레이션은 용접 실험 시편의 용접부를 모

사하여 열 이력을 계산하였다. 3D 모델은 용접 시편과 동일

한 크기로 모사하였다.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용접부는 밀

집된 mesh, 나머지 구역은 조대한 mesh를 사용하였다 [16].

SYSWeld를 이용한 열 특성 계산에는 열전달을 이용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열원 모델링이 필요하다 [17].

에너지 보존은 비열(c), 열 유동과 체적 분포 열원 Q '''

(W/m3)의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1)

여기서 ρ는 재료의 밀도, K는 재료의 열전도도, = σT/σt

는 시간변수에 따른 온도이다.

SYSWeld에서 사용한 열원 모델은 가우시안 열원 모델

ρcT
·

K T∇( )∇ Q'''–– 0=

T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wt%) of Mod. 9Cr-1Mo steel.

Fe C Si Mn Cr Ni Mo V Nb

bal. 0.11 0.21 0.46 8.98 0.22 0.82 0.22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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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용접)과 이중타원 모델(GTA 용접)을 각각 사용하였다.

가우시안 열원 모델은 원뿔 형태의 레이저 및 전자빔 용접

등 고에너지 용접 기법의 열원 모델로서 사용된다. 이 열

원 모델은 열원의 출력과 체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다음

식 (2)와 식 (3)을 이용한다. 식 (2)는 재료 내에서 열 유

동 밀도를 나타내며, 식 (3)은 체적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1은 가우시안 열원 모델의 모식도로써 공간좌표계에서 각

매개변수 항을 표시하였다.

(2)

(3)

q0: maximum power density [W·m-3]

re, ri: determinate 3D gaussian radii [m]

Ze, Zi: determinate length of 3D Gaussian [m]

x, y, z: point’s coordinates [m]

이중 타원 모델은 열원의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두 개의

합쳐진 타원형 모양의 열원 모델을 사용한다. 이중 타원 모

델에서는 식 (4)과 식 (5)로 나타내는 두 개의 타원을 이

용하며, 도식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식(6)의 ff, fr는 전

체 열원의 ellipsoidal 전후방에서 체적 분율을 의미하며,

두 개의 합은 2이다. 이중 타원 모델에서는 열원의 크기를

a, b, cf, cr으로 나타내는 FZ 크기 변수를 사용한다.

(4)

(5)

(6)

q(x, y, z): power density of the double ellipsoidal heat

source [W.m-3]

Q: energy input rate [W]

a, b, cf, cr: heat source parameters [m]

x, y, z: point’s coordinates [m]

ff, fr: fraction factors of the heat deposited in the front

and rear quadrant [m]

2.3. 용접부 열이력 모사를 위한 Gleeble 모사 실험

잔류 δ 페라이트 생성과 가열/냉각 속도와의 관계는

Gleeble 시험으로 확인하였다. 가열 최고 온도는 Mod. 9Cr-

1Mo강의 δ 페라이트 생성 온도 영역인 1,400 oC로 지정하

였다. Gleeble 시험 시 적용된 가열과 냉각 속도는 FEA로

계산된 LB 및 GTA 용접부 FZ 경계면의 열이력을 기준으

로 설정하였다. δ 페라이트 생성 영역(1,200-1,400 oC)에서의

상변태와 가열/냉각속도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위

하여, FEA로 계산한 LB 및 GTA 용접부의 열이력 조건과

δ 페라이트 생성 온도 구간에서 가열 및 냉각 속도를 변수

로 하여 δ 페라이트 생성 거동을 관찰하였다(그림 10 참고).

3. 결과 및 고찰

3.1. Mod. 9Cr-1Mo강 모재와 용접부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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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aussian 3D model of the heat source.

Fig. 2. Double ellipsoid heat source model.



96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6권 제2호 (2018년 2월)

그림 3은 Mod. 9Cr강 모재의 미세조직인 템퍼드 마

르텐사이트 조직을 나타낸다. 그림 3(b)와 3(c)는 템퍼

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에서 석출물의 스펙트럼 및 화학

조성을 나타낸다.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prior auste-

nite grain boundary, PAGB)에는 Cr이 많이 함유된

M23C6 탄화물이 다량 존재하였고(그림 3(b)), 마르텐사

이트 래스 입계에는 Nb가 많이 함유된 미세한 MX 탄

화물이 존재하였다(그림 3(c)). 모재에서 δ 페라이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4(a)와 4(b)는 LB와 GTA 용접

부의 용융 후 응고된 FZ 중심 그리고 그림 4(c)와

4(d)는 CGHAZ의 미세조직이다. FZ 중심은 래스 형태

의 fresh 마르텐사이트 미세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PAGB의 흔적은 뚜렷하지 않았다. CGHAZ 미세조직

또한 래스 형태의 fresh 마르텐사이트로 나타났지만 FZ

중심과는 다르게 PAGB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FZ 중심

은 완전 용융 후 급속 응고 된 미세조직을 가지므로

PAGB 관찰이 어렵고, CGHAZ는 오스테나이트 안정

온도까지 최고 온도가 상승된 후 응고되었기 때문에

PAGB가 잘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LB 용접부 중심

의 fresh 마르텐사이트 래스 크기는 GTA 용접부에 비

해 미세하였다. 이는 GTA에 비해 LB 용접부의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반면 LB 및 GTA 용접부의

CGHAZ 미세조직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3.2. LB 및 GTA 용접부의 δ 페라이트 분율

마르텐사이트와 δ 페라이트 상의 형상 구분은 EBSD로

분석하였다. 그림 5(a)는 EBSD의 IQ(image quality) 지도

로, 전위 등 결함이 많을수록 IQ 값이 낮아 어둡게 나타

난다 [18]. 반면, 전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IQ

값이 높아 밝게 나타난다. 전단 변태로 형성된 마르텐사이

트는 전위 밀도가 높기 때문에 IQ 지도에서 검게 나타난

다. 반면, 확산 변태로 생성된 δ 페라이트는 마르텐사이트

에 비해 밝게 나타난다. 그림 5(b)는 δ 페라이트의 SEM

Fig. 3. (a) Microstructure of Mod. 9Cr-1Mo steel (SEM), and EDS spectra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precipitate on (b) PAGB and (c)
lath boundary.

Fig. 4. Microstructures of FZ center of (a) LB weldment and (b)
GTA weldment and CGHAZ of (c) LB weldment and (d) GTA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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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δ 페라이트는 주변의 래스 마

르텐사이트에 비해 매끈한 표면을 가지는 특징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BSD IQ 지도로 구분한 δ 페라이트의 형상을 기반으로,

δ 페라이트 상분율을 SEM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δ

페라이트 분율은 용접부 영역을 세분하여 FZ 경계면, FZ

중심 및 FZ 경계면에 인접한 CGHAZ 부분에서 정량적

분석을 하였다. 그림 6과 같이 δ 페라이트는 FZ 경계면을

나타내는 영역(적색선)과 CGHAZ(청색선)의 계면선까지 잔

류하였다. FZ 경계면의 잔류 δ 페라이트는 주변의 마르텐

사이트 조직과 구별이 명확한 결정립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CGHAZ의 δ 페라이트 결정립계는 FZ 중심과 FZ 경계면

의 δ 페라이트에 비해 뚜렷하지 않았다.

δ 페라이트는 주로 FZ 경계면 부분을 따라 생성되었으며,

FZ 중심에는 크기가 작은 δ 페라이트가 소량 분포하고 있

었다. 이 영역들에서 분석한 δ 페라이트의 상 분율 및 크

기를 측정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LB와 GTA 용접부의

각 영역별 관찰에서는 FZ 경계면, FZ 중심, CGHAZ 순

으로 δ 페라이트 분율은 높고 결정립은 크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LB 용접부는 GTA 용접부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높

은 δ 페라이트 분율과 조대한 결정립이 관찰되었다.

3.3. FEA를 이용한 LB 및 GTA 용접부 위치별 열

이력 계산

일반적으로 LB 용접은 고집적 빔으로 재료를 용융한

후 응고시키기 때문에 GTA 용접 보다 가열/냉각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LB 및 GTA 용접부의 열이력이 잔류 δ

페라이트 생성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이고, 이

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FEA를 이용하여 열이력 계산

을 실시하였다. 그림 7(a)와 7(b)는 FEA로 재현한 LB

및 GTA 용접부의 단면 형상과 열 분포상태이다. 용접부

단면형상은 실제 LB (그림 7(c)) 및 GTA 용접부(그림

7(d))과 매우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그리고 LB와 GTA

용접부의 열이력 계산은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이 가장

높았던 FZ 경계면과 가장 적었던 CGHAZ, 그리고 소량

의 잔류 δ 페라이트가 존재하였던 FZ 중심으로 3 지점

에서 실시하였고, 그림 7(a)와 7(b)에 각각의 위치를 검

은색 점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는 각 위치에서 계산한  열이력을 비교하였다.

δ 페라이트 상변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Mod. 9Cr-

1Mo강의 상변태 온도 범위도 함께 나타내었다. 실제 용접

시에는 비평형 상변태가 일어나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나, Mod. 9Cr-1Mo강의 상변태 온도 범위는 그림 9의

평형 상태도를 활용하였다 [7]. 그림 8(a)는 LB 용접부 그

리고 그림 8(b)는 GTA 용접부의 열 이력이다. FZ 중심의

최고 온도는 각각 2,200 oC (LB 용접)와 1,900 oC (GTA

용접)로 나타났다. FZ 경계면의 최고 온도는 LB와 GTA

용접부 모두 1,450 oC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림

9의 상태도를 참고하면 이 온도는 Mod. 9Cr-1Mo강의

L+δ 영역에 해당한다. FZ 경계면에 인접한 HAZ의 최고

온도는 LB와 GTA 용접부 모두 1,200 oC 부근으로 비슷

하였으며, δ 페라이트 상 변태가 시작되는 A4 (~1,220 oC)

온도에 해당한다.

δ 페라이트는 확산에 의한 상 변태를 진행하기 때문에

L + δ, δ + γ 영역에 오랜 시간 노출될수록 많이 생성될 것

Fig. 5. δ ferrite on FZ interface: (a) EBSD IQ map  and (b) SEM
micrograph.

Fig. 6. Micrographs of δ ferrite on FZ interface: (a) LB weld and
(b) GTA weld.

Table 2. Fraction and size of retained δ ferrite in LB and GTA welds.

FZ Interface FZ center HAZ

Average

Fraction

Average

Grain Size

Average

Fraction

Average

Grain size

Average

Fraction

Average

Grain Size

LB 1.5% 238 μm2 0.52% 95 μm2 0.11% 33.2 μm2

GTA 0.4% 98 μm2 0.1% 38 μm2 0.05% 26.5 μ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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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δ 페라이트가 주로 잔류한 FZ 경계면의

열 이력은 다른 두 지점에 비해 L + δ, δ + γ 영역에 더욱

오래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Z 경계면은 액상 영

역인 1,500 oC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아 최고 온도 가열 중

에 δ 페라이트 생성 영역대에 머물게 된다. 반면, FZ 중

심은 액상 영역 이상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을 받

은 δ 페라이트 생성 온도 구간은 냉각 시에만 지나게 된

다. LB 및 GTA 용접부에서 δ 페라이트 생성 온도 영역

에 대한 노출된 시간은 각각 FZ 경계면의 경우 0.75초

(LB)와 11초 (GTA), FZ 중심은 0.3초 (LB)와 3.5초

(GTA)로 계산되었다. CGHAZ는 L + δ, δ + γ 영역을 거의

지나지 않았으며 A4 온도 직하까지 가열 후 냉각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열이력 분석 결과는 δ 페라이트의 분

율이 FZ 경계면, FZ 중심 및 CGHAZ 순으로 높게 나타

Fig. 7. Calculation of the FEA model and cross section of the weld specimen: (a,c) LB weld and (b,d) GTA weld.

Fig. 8. Thermal history of FZ center, FZ interface, and CGHAZ: (a) LB weld and (b) GTA weld.

Fig. 9. Phase diagram of Mod. 9Cr-1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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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경향에 대한 이유를 대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절에서 더욱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용접 기법에 따른 열이력을 비교하면, LB 용접부가

GTA 용접부에 비해 빠른 가열 및 냉각 속도를 보였다. δ

페라이트가 많이 잔류한 LB 용접부의 FZ 경계면은 1200
oC/s의 가열 속도와 200 oC/s의 냉각 속도를 보였고, GTA

용접부는 370 oC/s의 가열 속도와 30 oC/s의 냉각 속도를

나타냈다. 이 가열/냉각 속도는 Lee 등의 기존 연구에서 밝

힌 냉각 속도 (LB 용접 : 157 oC/s, GTA 용접 : 12 oC/s)와

유사하였다 [19].

3.4. Gleeble 모사 시험을 이용한 LB 및 GTA 용

접부에서의 δ ferrite 분율 모사

용접부의 열이력에 따른 잔류 δ 페라이트 생성 거동을

분석 하기 위해 FEA 열이력 계산 결과를 사용하여

Gleeble 모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Gleeble 시험은 용접 실

험 시편에서 δ 페라이트가 가장 많이 존재한 FZ 경계면에

해당하는 열이력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잔류 δ 페라이트 상

변태 현상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FEA로 계산한

열이력 조건과 함께 가열 및 냉각속도를 L + δ와 δ + γ 영

역인 1,220-1,400 oC에서 변화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Gleeble 시험을 실시하여 δ 페라이트의 생성 거동을 조사

하였다.

그림 10(a)와 10(b)는 Gleeble 시험에 사용한 LB와

GTA 용접 열이력 조건과 가열 및 냉각 속도를 변화시킨

열이력 조건들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Gleeble 시험 시 LB

용접부의 가열 속도 1,200 oC/s는 FEA 계산 값과 유사하

게 모사된 반면, 냉각 속도는 최대 120 oC/s로 구현되어

실제 계산된 냉각속도보다 약 80 oC/s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편 열이력을 변화시킨 LB의 경우에는 1,220-1,400 oC 온

도구간에서 가열속도가 74 oC/s로 감소하도록 (slow hea-

ting rate) 냉각속도는 70 oC/s로 감소하게 (slow cooling

rate) 설정하였다. Gleeble 시험에서 GTA 용접부의 가열

및 냉각속도는 각각 370 oC/s와 30 oC/s로써, 모두 FEA

Fig. 10. Thermal histories of SYSWeld computation and Gleeble Test measurement for (a) LB weld and (b) GTA weld.

Weld thermal history Slow heating rate Slow cooling rate

L

B

W

Fraction
Average grain size 

of δ ferrite
Fraction

Average grain size

of δ ferrite
Fraction

Average grain size 

of δ ferrite

41.5% 305.2 49.9% 407.1 20% 121.5 

Fig. 11. Fraction and grain size of δ-ferrite measured in Gleeble test specimens simulated for LB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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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값과 유사하게 모사되었다. 열이력을 변화시켜 1,200-

1,400 oC 온도구간에서 가열속도가 18 oC/s로 감소하도록

(slow heating rate) 냉각속도는 15 oC/s로 감소하게 (slow

cooling rate)설정하였다.

그림 11와 12는 Gleeble 시험 시편에서 가열/냉각속도

변화에 따른 SEM 미세조직과 δ 페라이트의 분율 및 결정

립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1의 LB 용접부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41.5%(weld thermal history), 49.9%

(slow heating rate), 20%(slow cooling rate)였으며 δ

페라이트 결정립의 평균 크기는 305.2 μm2(weld thermal

history), 407.1 μm2(slow heating rate), 121.5 μm2(slow

cooling rate)이었다. 특히, LB 열이력의 냉각 속도가 용접

부에서 계산된 값보다 80 oC/s만큼 낮은 값이었음에도 많

은 양의 잔류 δ 페라이트가 나타났다. 이로 보아 LB 용접

부 열이력의 냉각 속도는 δ 페라이트가 잔류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빠른 것으로 보인다.

LB를 모사한 Gleeble 시험 결과에서는 느린 가열속도와

빠른 냉각 속도에서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이 높았고 평균

결정립은 크게 나타났다. 가열 시 고온의 δ 페라이트 생성

구간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수록 확산에 의한 δ 페라이트

생성 및 성장이 활발하였고,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 δ 페라

이트에서 오스테나이트의 확산 상변태가 더디게 일어나므

로 최종적으로는 많은 양과 큰 결정립의 잔류 δ 페라이트

가 생성되었다. δ 페라이트의 생성 특성은 Mayr의 In-situ

XRD 측정연구에서 가열 속도가 느릴수록 δ 페라이트 분

율이 증가했다는 경향과 일치함을 보였다. 즉, 고온에서 가

열속도가 느릴수록 δ 페라이트 의 생성이 활발하였으며, 가

열속도가 빠를수록 δ 페라이트의 분율이 적었다 [20].

그림 12의 GTA 용접부 잔류 δ 페라이트는 2%(weld

thermal history) 와 8.6%(slow heating rate)로 각각 측정

되었고, slow cooling rate 조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δ

페라이트 결정립의 평균 크기는 22.6 μm2(weld thermal

history)와 83.7 μm2(slow heating rate)이었다. GTA를 모

사한 Gleeble 시험 결과에서는 LB 용접부에 비해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이 낮고, 평균 결정립 크기도 작았지만, 열이

력 조건 별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GTA 용접부 역시

느린 가열 속도와 빠른 냉각 속도 조건에서 가장 높은 분

율과 조대한 잔류 δ 페라이트가 생성되었다. 계산된 용접

부의 가열 속도라 하더라도 느린 냉각 속도에서는 잔류 δ

페라이트가 생성되지 않았다.

Gleeble 시험 시편의 δ 페라이트 분율 측정 결과로부터

LB 및 GTA의 용접기법 및 용접 부위에 따른 잔류 δ 페

라이트 생성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δ 페라이트 생

성 영역에서 가열 속도를 느리게 한 경우 LB 및 GTA

용접부에서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이 가장 높았고, 결정립

크기도 가장 조대하였다. 이는 δ 페라이트 생성영역에 대

한 장시간 노출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FZ 경계면

은 δ + γ (1,210-1,400 oC), L + δ (1,400-1,510 oC) 영역까

지 가열되므로 다른 용접부 부위에 비해 오랜 시간 δ 페

라이트 존재 영역에 노출되어 δ 페라이트의 핵 생성 및

성장 등 상변태가 일어날 수 있고 냉각 후 상당량의 δ 페

라이트가 잔류할 수 있다. 반면, FZ 중심은 가열 시 액상

영역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δ 페라이트가 소멸되고 냉각 시

δ 페라이트가 다시 생성되지만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이 감

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냉각

속도에 따라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Gleeble 시험에서 용접 기법별 잔류 δ 페라이트 관찰에

서는 전반적으로 GTA에 비해 LB 용접부에서 δ 페라이트

분율이 높았고 조대한 결정립이 관찰되었다. 즉 잔류 δ 페

라이트는 냉각 속도가 빠른 LB 용접부에 더 많았다. 잔류

Weld thermal history Slow heating rate Slow cooling rate

G

T

A

W

Fraction
Average grain size

 of δ ferrite
Fraction

Average grain size

of δ ferrite
Fraction

Average grain size

of δ ferrite

2% 22.6 8.6% 83.7 0% -

Fig. 12. Fraction and grain size of δ-ferrite measured in Gleeble test specimens simulated for GTA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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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페라이트 분율과 결정립 크기는 Gleeble 시험의 냉각 속

도가 느린 slow cooling rate에서도 FZ 경계면, slow

heating rate에 비해 낮게 나오거나 잔류 δ 페라이트가 분

해되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 δ 페라이트

의 분율과 냉각속도의 관계는 δ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내 조성원자의 확산계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보고

도 있다 [21]. 이에 따르면, 잔류 델타 페라이트의 분율은

냉각 속도가 빠를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Gleeble 시험에서 가열 속도 감소에 의한 δ 페라이트 분

율 증가와 냉각 속도 감소에 의한 δ 페라이트 분율 감소

와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였다. Gleeble 시험에서 가열/냉각

조건 별로 측정한 δ 페라이트 분율 및 결정립 크기를 용

접부 열이력을 기준으로 보면, slow heating rate에서는 분

율과 결정립 크기 모두 LB : 8.4%, 101.9, GTA : 6.6%,

61.1로 증가하였고, slow cooling rate에서는 LB : 21.5%,

183.7로 감소하였거나 GTA는 완전히 분해된 것을 알 수

있다. LB 용접부의 Gleeble 모사 시험 시 용접부의 예상

가열 속도인 1,200 oC/s에서 slow heating rate 조건은

74 oC/s로 감소시켰고, 용접부 예상 냉각 속도인 110 oC/s에

서 slow cooling rate 조건은 70 oC/s로 감소시켰다. GTA

용접부의 Gleeble 모사 시험도 slow heating rate 조건은

370 oC/s에서 18 oC/s로 가열 속도가 감소되었고, slow

cooling rate 조건은 30 oC/s에서 15 oC/s로 냉각 속도가

감소되었다. LB 용접부에서 감소된 가열 속도 차이(1,200
oC/s → 74 oC/s)는 냉각 속도 감소 차이(110 oC/s → 70 oC/

s)보다 크지만, 잔류 δ 페라이트의 분율 차이는 slow

heating 조건의 41.5% → 49.9%보다 slow cooling rate

조건에서 41.5% → 20%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잔류

δ 페라이트의 분율을 결정하는 인자는 냉각 속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LB 용접 냉각 속도(200 oC/s)는

GTA 용접 냉각 속도(30 oC/s)보다 빠르기 때문에, LB 용

접부는 GTA 용접부 보다 많은 양의 δ 페라이트 분율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의 Gleeble 모사 시험 시, δ 페라이트 생성 온

도 범위(1,200-1,400 oC)에 유지되는 시간은 GTA 용접(23

초-33초)이 LB 용접(8초-11초)보다 장시간 유지되었다. 그

러나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LB 용접이 GTA 용접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δ 페라이트 분율은 유지 시간

보다 냉각속도에 의한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냉각속도가 빠른 LB 용접 모사 시편에서 잔

류 δ 페라이트 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용접부에서 잔류 δ 페라이트의 증가는 용접부의 인성과

크립 강도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δ 페라이트분율을 저하

시키는 방향의 용접이 요구되어진다 [4].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Mod. 9Cr-1Mo강 용접부에서 잔류 δ 페라이트는

GTA 용접부에 비해 LB 용접부에서 더 많은 잔류 δ 페라

이트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B 용접이 Mod.

9Cr-1Mo강의 대체 용접 측면에서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LB 용접은

Mod. 9Cr-1Mo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inter-

critical heat affected zone (ICHAZ)의 type IV 크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LB 용접부

의 잔류 δ 페라이트를 제어함으로써 용접부의 고온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대한 방안

으로 용접기법과 용접 재료의 선택이 있다. 용접 기법에

대한 방안으로는 LB와 GTA의 혼합 용접인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이 있다 [22].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

접은 LB와 GTA의 중간적 용접 특성을 지니고 있어 LB

보다 느린 냉각 속도로 용접이 가능하다. 또한 GTA보다

용접부가 좁아 type IV 크랙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

으며, 아크 용접에 비해 변형이 적은 장점이 있다. 즉, 레

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을 통해 잔류 δ 페라이트 및

type IV 크랙의 효과적인 제어로 Mod. 9Cr-1Mo강 용접

부의 기계적 특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

으로는 페라이트 형성 인자가 작은 용접 재료를 사용함으

로써 LB 용접의 빠른 냉각 속도에서도 잔류 δ 페라이트를

제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잔류 δ 페라이트는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의 높은 함량이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9].

LB 용접은 냉각 속도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의 함량이 낮은 용접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잔

류 델타 페라이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도 완전한 마르

텐사이트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Mod. 9Cr-1Mo강의 LB 및 GTA 용접부에서 δ 페라이

트의 생성거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접조직 관찰, FEA 열

이력 계산 및 Gleeble 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Mod. 9Cr-1Mo강의 LB 및 GTA 용접부에서는 모두

δ 페라이트가 생성되었다. 용접부 위치별로는 FZ 경계면,

FZ 중심 및 CGHAZ 중에서 FZ 경계면에서 δ 페라이트

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접부 위치별 δ 페라이트의

생성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FEA 방법으로 위치별 열이

력을 계산하고, Gleeble 모사시험을 행하였다.

2. FEA를 이용하여 FZ 경계면, FZ 중심과 CGHA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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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별 열이력을 계산한 결과, FZ 경계면과 FZ 중심은 가

열 및 냉각구간에서 δ 페라이트 생성 온도 영역 L + δ,

δ + γ를 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들 영역에 노출되는

시간은 FZ 경계면은 0.75초 (LB)와 11초 (GTA), FZ 중

심은 0.3초 (LB)와 3.5초 (GTA)로 나타났다. 한편

CGHAZ의 최고 온도는 δ 존재 영역을 지나지 않았다.

LB 및 GTA 용접부의 열이력 계산에 근거하여 Gleeble

모사 시험을 하여 δ 페라이트 생성거동을 모사 분석하였다.

3. Gleeble 모사 시험에서는 FEA 열이력 계산 결과에서

얻은 가열/냉각속도를 사용하였고, 아울러 가열/냉각속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low heating rate 및 slow coo-

ling rate 조건으로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수행하였다. FZ

경계면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LB 용접부가 GTA 용접부의

비해 전반적으로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높고 조대한 결

정립이 나타났다. 가열/냉각속도 변화에 의한 δ 페라이트

생성거동의 차이는 slow heating rate, 실제 용접 열이력,

slow cooling rate 순으로 δ 페라이트 분율은 높고 조대한

결정립이 나타났다.

4. 가열/냉각속도 차이에 의한 δ 페라이트 생성 양상은 δ

페라이트 존재 영역 L + δ, δ + γ 노출시간에 가열 시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냉각 시에는 반비례인 관계로, 잔류 δ 페

라이트 의 분율 및 결정립 크기가 결정되었다. 또한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느린 가열 속도로 인한 생성량 보다 느

린 냉각으로 인한 소멸량이 더욱 크게 나타나서, 잔류 δ

페라이트 분율은 냉각 속도가 더 지배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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