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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력발 소에서 증기 터빈을 회 시키는 증기의 온도

를 높이는 것은 발 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 인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1,2). 한편, Hyper super critical 

(HSC) 발 소는 약 700℃ 이상의 증기를 발 에 이

용하는 화력발 소를 말하는데, 최근 세계 으로 HSC 

발 소를 건설하기 해 주요 부품들을 개발하기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 증기온도 700℃ 이하에서 작동되고 있는 증기 

터빈의 로터와 같은 주요 부품용 소재로써는 고 Cr 강

이 리 용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고 Cr강은 HSC 

발 소용 증기 터빈 로터용 소재로써는 더 이상 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고온에서 항복, 인

장 강도  크립과 같은 기계  물성  내식성이 우수

하여, 가스 터빈용 고온 부품 제작에 리 용되고 있

는 Ni기 합 이 HSC 발 소의 터빈 로터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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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 and Mo in both of the weld metals before PWHT and PWHT leaded to precipitation of various
carbides such as Mo carbides in the specimens. Furthermore, fine ′particles, that were not precipitated in 
the specimens before PWHT, were observed in base metal as well as in the weld metal of alloy 263 after 
P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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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최 의 소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용 가능성

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2-5).

  Ni 기 합 은 Alloy 617과 같은 고용강화형 합

과 Alloy 263과 같은 석출강화형 합 으로 크게 2종류

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고용강화형 합 은 Cr, Mo과 

같은 원소를 첨가하여 고온물성을 향상 시킨 합 으로 

가공성과 용 성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석출강

화형 합 은 Ti, Al  Nb와 같은 원소를 첨가하여 ′ 
(Ni3Al(Ti)) 는 ″  (Ni3Nb) 을  기지내에 석출시

킨 합 으로, 고용강화형 합 에 비해 응 온도가 높

고 물성이 우수하지만, 가공성과 용 성이 상 으로 

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9). 

  일반 으로 Ni기 합 의 물성을 향상 시키기 해 

첨가된 원소들은 용 시에 용 부의 물성을 하시키는 

유해 석출물를 형성 시키거나 고온균열 등을 유발하여 

재료의 용 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용 성 하 상은 석

출강화형 합 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SC 발 소용 증기 터빈 로

터를 제작하기 한 시험용 소재로써 고용강화형 합

인 Alloy 617과 ′-석출강화형 합 인 Alloy 263을 

선정하 으며, 이들 소재를 상으로 gas tungsten 

arc (GTAW)용 을 각각 실시하여 고용강화형 합 과 

석출강화형 합 의 용 성  야 학  특징을 비교분

석하 다. 이 후 각각의 용 부를 상으로 후열처리를 

실시하 으며, 후열처리 , 후의 용 부 미세조직의 

비교 분석을 통해 미세조직 변화에 미치는 후열처리의 

효과를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Alloy 617은 고용강화형 합 이

며, Alloy 263은 ′ (Ni3Ti)를 석출시키기 해 Ti을 

약 2 wt% 첨가한 ′-석출강화형 합 이다. 열간압연 

 냉간압연을 실시하 으며, 각각 1200℃와 1150℃

도에서 용체화 후 수냉처리되어 생산된 시험편이다. 시

험편의 두께는 각각 12  16mmt 이며, 화학성분은 

Table 1과 같다. 

  모재와 유사한 화학성분의 상용 용 재료를 사용하여 

GTA용 을 실시하 으며, 용 에 사용된 그루 의 형

상  용 자세에 한 개략도와 사진을 Fig. 1에 나타

내었다. 

  Table 2에 나타낸 용 조건으로 GTA 용 을 실시

하 으며, Alloy 617 에 해서는 총 14패스, Alloy 263 

에 해서는 총 20패스가 용 을 완료하기 해 필요

하 다. 용 재료 제조사에서 제시한 후열처리 조건에 

따라 1×10-2 Pa의 진공 분 기에서 Alloy 617 용 부

에 해서는 980℃에서 3시간 그리고 Alloy 263 용

부에 해서는 810℃에서 4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한 

후 66℃/min의 속도로 상온까지 로냉하 다. 그리고 

12mm/16mm

15°

R6

1.5mm

(a)

(b)

Fig. 1 Schematics of groove and welding position, (a) 
Schematics of groove, (b) Welding position

Table 2 Welding conditions

Specimen 617A* 263A*

Process Pulsed GTAW Pulsed GTAW

Position Horizontal (2G) Horizontal (2G)

Welding material FM 617B FM C263

Interpass Temp(℃) Max. 120 Max. 100

Heat input (kJ/cm) Max. 8.5 Max. 8.5

Shielding gas Pure Ar Pure Ar

Alloy C Si Mn Cr Mo Al Co Ti Ni 

Alloy 617 0.06 0.11 0.02 22.32 8.77 1.05 11.5 0.4 Bal. 

Alloy 263 0.05 0.2 0.04 19.87 5.76 0.48 19.7 2.1 Bal. 

Table1 Chemical composition of alloy 617 and alloy 26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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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s-welded 시험편을 각각 617A  

263A 구분하 으며, 후열처리된 시험편을 각각 617P 

 263P로 구분하여 표기하 다.

  이후 후열처리 , 후 용 부의 미세조직은 학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와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EPMA)  Scanning Tran- 

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TEM) 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용 부에 한 기계  특성은 KS 

13B 규격에 따른 가공된 시험편을 상으로 상온 인장

시험을 통해 평가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Table 3은 용 속의 화학성분을 분석 결과이며, Alloy 

617용 속은 모재와 마찬가지로 약 2 wt% 정도의 

Ti을 포함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 2

는 후열처리 , 후의 모재  용 속의 미세조직을 

학 미경으로 찰한 결과는 나타낸다. 

  후열처리 되지 않은 617A의 모재  용 속의 경

우, 모재내에서는 미세한 개재물들이 밴드 형태를 이루

며 존재하고 있으며, 용 속내에서는 덴드라이트가 

찰됨과 동시에 편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학 미

경의 명암차이를 통해 찰할 수 있다. 그리고 용  후

열처리를 실시한 617P의 모재에서는 체 으로 밴드 

형태를 이루던 개재물의 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용 속에서는 편석이 상당히 감소하

으며, 조 한 결정립이 찰되고 있다.

  한편 ′-석출강화형 합 인 Alloy 263의 미세조직을 

찰해 보면, 우선 열처리  263A 모재에서 아주 미

세한 개재물들이 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있지

만, 617A 모재에서 찰된 것과 같은 밴드 형상은 이

루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후열처리 후 263A 

모재의 미세한 개재물은 그 분율이 다소 감소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한 열처리  용 속을 찰할 결

과, 617A 용 속과 유사하게 덴드라이트와 편석이 

찰되며 열처리 후에는 결정립이 조 화 되는 것과 함

께 편석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Ni기 

합  용 시 용 부에서 고온균열이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Alloy 617  263 

용 부에 한 학 미경 찰 결과, 이와 같은 고온

균열이 찰되지 않았다13-16).

  지 까지 학 미경을 활용하여 찰된 모재와 용

속의 미세조직을 EPMA를 통해서 분석하 으며, 먼

 후열처리 ,후의 Alloy 617 모재에 한 EPMA

분석 결과를 Fig. 3과 4 나타내었다. 후열처리  Alloy 

617A 모재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Fig. 3), 탄화

물로 추측되는 Mo 과 Mo-Ti 석출물들이 찰되며, Co

는 석출물 형성에 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결정립계 뿐만 아니라 결정립 내부에서 탄화물의 석

출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열처리 후 모재에서는 

(Fig. 4), 결정립 내부에서 찰되는 석출물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미세한 석출물이 결정립계를 따라 석출된 

것이 찰되며, 체 으로 석출물의 분율도 상당히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석출물들의 성분분석결

과 후열처리  Alloy 617 모재에서 찰되었던, Mo 

혹은 Mo-Ti 탄화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Alloy 

617A의 용 속을 상으로 EPMA 분석한 결과이

다. 우선 탄화물 혹은 산화물로 추측되는 Ti 개재물이 

찰되며, Co와 Mo은 어떠한 개재물도 형성하지 않은 

Alloy C Si Mn Cr Mo Al Co Ti Ni

617weld 0.075 0.11 0.12 21.67 8.82 1.27 11.42 0.36 Bal.

263weld 0.048 0.13 0.08 19.89 5.80 0.45 19.72 2.06 Bal.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weld metals for alloy 617 and alloy 263 (wt%)

Basemetal Weld metal

6
1
7

6
1
7
A

6
1
7
P

2
6
3

2
6
3
A

2
6
3
P

Fig. 2 Optical microstructures of base metals and weld 
metals before and after P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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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편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와 Mo의 편

석은 서로 다른 역에서 각각 찰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모재에 한 EPMA 분석결과에서 결정립내와 

입계에서 탄화물을 석출시키는 것으로 밝 진 Mo은, 

As-welded 용 속내에서는 석출물을 형성하지는 않

았으며, 이것은 용  후 빠른 냉각속도에 의해 석출물

을 석출시킬 시간이 부족하 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

Ti Cr

Co Mo

Ti Cr

Co Mo

Mo-Ti carbide

Mo carbide

SEMSEM

Fig. 3 EPMA analysis result on alloy 617A base metal 

Mo-Ti carbide

Mo carbide

Ti Cr

Co Mo

Ti Cr

Co Mo

SEMSEM

Fig. 4 EPMA analysis result on alloy 617P base metal

SEMSEM

Ti Cr

Co Mo

Ti Cr

Co Mo

Ti rich Phase

Fig. 5 EPMA analysis result on alloy 617A weld metal 

SEMSEM

Mo carbide

Ti Cr

Co Mo

Ti Cr

Co Mo

Fig. 6 EPMA analysis result on alloy 617P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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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그리고 용 속의 결정립계를 따라서는 어떠

한 석출물도 찰되지 않는다. Alloy 617 용 속을 

후열처리 한 경우에는 (Fig. 6), 열처리 의 시험편에

서 찰되었던 Co과 Mo의 편석은 상당히 완화되어 거

의 찰되지 않았다. 반면 결정립계에 아주 미세한 석

출이 일어 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석출물은 EMPA 

분석 결과 Mo 탄화물인 것으로 밝 졌다. 지 까지 

Alloy 617 모재와 용 속의 후열처리 과 후의 미

세조직 변화를 EPMA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후열처리에 의해 석출물의 형성과 그 분율의 

증가  편석의 완화와 같은 미세조직  변화가 발생한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석출경화형 합 인 Alloy 263의 모재와 용 속의 

미세조직을 EMPA로 분석한 결과를 Fig. 7~10 에서 

나타내었다. Fig. 7은 열처리  상태의 Alloy 263 모

재를 EPMA로 분석한 결과이다. 결정립계와 결정립 내

부에서는 Mo-Ti 복합 탄화물로 추측이 되는 석출물들이 

찰된다. Mo-Ti 탄화물은 고용강화형 합 인 Alloy 

617 모재에서도 찰되었던 석출상이다. Alloy 617 

모재를 상으로 찰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Co과 Cr은 

석출물을 생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Alloy 263 모재를 열처리 할 

경우 결정립계를 따라 약 0.5um 정도의 폭을 가지며 연

속 으로 생성된 석출물을 찰할 수 있다. EPMA 분석

결과 이러한 연속 석출물은 Cr-Mo rich 석출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상은 탄화물의 한 종류인 것으

로 추측되며 추가 인 분석은 TEM을 통해 실시하 다. 

한 결정립 내부에서는 Mo-Ti 탄화물이 발견된다. 

  석출강화형 합 인 Alloy 263에 한 EMPA 분석

이 약 ×10000의 배율에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의 석출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Gas 

터빈의 블 이드과 베인 등에 리 사용되는 Ni기 합

( 를 들어 Alloy 738LC는 3.5Ti, 3.5Al 첨가)에 

비교하여 상 으로 Ti과 Al의 첨가량이 은 Alloy 

263의 경우 ′의 크기가 상당이 작고 둥근 형태로 석

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lloy 263에서 석출되

는 ′  의 크기는 20nm 이하 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는데17), 이와 같이 미세한 석출물은 EMPA로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단이 되며, 이후 STEM을 통한 분

석에서 ′의 석출을 확인한 결과를 기술하겠다.

  Fig. 9에는 Alloy 263A 용 속의 EPMA 분석결

과를 나타내었다. Alloy 617A 용 속에서 발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Co와 Mo의 편석이 찰되며, 

Mo이 편석된 역(A)의 경우 그 표면이 그 주  역

보다 매끄럽지 못한 것을 SEM 이미지에서 알 수 있다. 

용 속내에서 찰되는 개재물들은 우선 Mo 편석 역

의 심부에 치하고 있는 탄화물 는 산화물일 것으

로 상되는 Ti-Mo rich 개재물들과 있으며 Mo이 검

출되지 않는 Ti rich 개재물이 있다. 한편, 결정립계를 

따라서는 어떠한 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Alloy 263P 용

SEMSEM

Ti Cr

Co Mo

Ti Cr

Co Mo

Mo-Ti carbide

Fig. 7 EPMA analysis result on alloy 263A base metal

SEMSEM

Ti Cr

Co Mo

Ti Cr

Co Mo

Mo-Ti carbide

Fig. 8 EPMA analysis result on alloy 263P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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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EMPA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Fig. 10), Mo- 

Ti 개재물 주 에 열처리 에도 찰되었던 Mo의 편석

이 여 히 존재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으며, 반면에 

Co의 편석은 거의 찰되지 않는다. 결정립계의 경우에

는, Cr과 Mo의 농도가 기지에 비하여 높게 검출되는

데, 이것은 Cr-Mo rich 석출물일 것으로 추측되는 상

으로 Alloy 263P 모재에서도 유사한 석출 상이 찰

되었었다. 앞선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lloy 

263 모재와 용 속의 EPMA 분석 결과로부터, Mo- 

Ti carbide, Ti 단독  Ti-Mo 복합 개재물, Co와 Mo

의 편석을 확인하 으며, 특히 후열처리에 의해 결정립

계에 Cr-Mo rich 연속상이 석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용 속내 ′의 석출 유무는 모재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Fig. 11은 Alloy 617과 263 용 부의 인장 특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모든 시험편의 단은 용 속내에

서 발생하 으며, Alloy 617 시험편에서는 후열처리에 

따른 인장강도의 증가폭이 약 100MPa 정도로 지만, 

Alloy 263에서는 인장강도가 약 250MPa 이상 크게 

증가 하여, 1000MPa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Alloy 263 모재와 용

속에서는 후열처리에 의해 탄화물의 석출, 분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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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nsile strength of alloy 617 and alloy 263 welds 
before and after PWHT; (a) Alloy 617, (b) Alloy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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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PMA analysis result on alloy 263A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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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PMA analysis result on alloy 263P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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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석의 완화 등과 같은 미세조직의 변화뿐만 아

니라 ′의 석출이 분명히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므로 열처리 과 후 Alloy 617 용 부와 달리 Alloy 

263 용 부의 인장강도가 250 MPa 이상 크게 증가한 

원인은 ′의 석출이 주요한 원인라고 단되었고, 이를 

규명하기 해 Alloy 263P 모재  용 속을 상

으로 한 STEM 분석결과를 Fig. 12  13에 각각 나

타내었다.

  Fig. 12(Alloy 263P 모재)에 나타낸 STEM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Bright field image (BF)에서 

약 10nm직경의 둥근 미세 상들이 상당히 많이 석출되

어 있는 것이 찰된다. 이들 상들의 성분에 한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mapping 분석

결과 Ni과 Ti  Al으로 구성된 석출물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이 상들이 ′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크기는 약20nm 미만으로 앞선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16). Alloy 263P 

용 속에 수행된 ′에 한 STEM 분석 결과에서도 

모재와 동일하게 약 10nm 크기의 ′가 찰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 13). 이와 같이 Alloy 

253P 모재와 용 속에 한 STEM 분석결과와 상

온 인장 특성 평가 결과로부터, ′는 Alloy 263 모재

와 용 부에서 열처리에 의해서 석출되며, 용 재료 제

조사에서 제시한 후열처리 조건은 ′ 석출을 한 시효

처리 조건인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못했지만, 열처리 온도와 유지시간에 따른 ′ 조 화, 즉 

열화거동  다양한 시효처리 조건에 따른 ′ 의 석출

거동에 한 연구와 함께 기계  물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향후 수행될 정이다.

  추가로 Alloy 263의  다른 ′ 석출원소의 하나인 Al 

경우, Alloy 263 모재와 용 속에 약 0.4 wt% 가

량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밝 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용강화형 

합 인 Alloy 617에는 약 1 wt%의 Al이 첨가되었지

만 ′을 석출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열처리 ,후 용

부의 상온인장평가 결과로부터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상은 후열처리 조건 혹은 합 성분 등 의해 일어

난 것으로 상되는데, 추가 실험  선행 문헌 조사를 

통해 규명할 정이다.

  Fig. 14는 앞선 EPMA 분석결과 (Fig. 8  10)에

서 언 된 Alloy 263P 모재  용 속내 입계 연속 

석출물에 한 STEM 분석결과를 보여 다. EMPA 

결과에서는 Cr과 Mo이 동일한 역에서 검출되기 때

문에, 입계석출물은 Cr-Mo 복합 탄화물인 것으로 상

되었다. 하지만 STEM 분석 결과에서는 Cr과 Mo이외

에 EPMA 분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Ti가 함께 석

출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r은 Mo와 

함께 Cr을 주성분으로 하는 복합탄화물 석출시키고 있

고, Mo는 Ti와 함께 복합탄화물을 석출시키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HSC 발 소 증기 터빈용 시험 소재로 사용한 Alloy 

617  Alloy 263에 한 GTA 용 특성  후열처

BF Ni

Ti Al

BF Ni

Ti Al

Fig. 13 STEM analysis result on alloy 263P weld metal

BF Ni

Ti Al

BF Ni

Ti Al

Fig. 12 STEM analysis result on alloy 263P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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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미세조직의 변화를 검토하기 해 다양한 분석법

을 통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1) 후열처리  Alloy 617 모재의 결정립 내부에서 주

로 찰되던 Mo-Ti  Mo 탄화물은, 후열처리 후 결

정립계을 따라 주로 석출하 으며, 그 크기는 상당히 

미세하 다. Alloy 617 용 속의 경우, 후열처리  

Co  Mo의 편석과 일부 탄화물 혹은 산화물로 상

되는 Ti 개재물이 찰되었다. 이후 후열처리에 의해 

Mo 탄화물이 결정립계를 따라 미세하게 석출한 것을 

찰할 수 있었으며, Co와 Mo은 편석은 열처리에 의

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Alloy 617A 모재에서 찰된 Mo-Ti 탄화물은, 

석출경화형 합  Alloy 263A 모재에서도 찰되었다. 

Alloy 263 모재의 경우 열처리 후 Mo-Ti 탄화물과 결

정립계를 따라 0.5um 두께의 연속 인 석출물이 찰

되는데, 이러한 석출물은 STEM분석에 의해 Cr-Mo 

탄화물과 Mo-Ti 탄화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Alloy 263A 용 속에서는 Alloy 617A 용

속에서 찰된 것과 유사한 Co와 Mo의 편석이 존재하

며, 탄화물 혹은 산화물로 추측되는 Ti, Mo-Ti 개재물 

한 존재하 다. 열처리된 모재의 결정립계를 따라 

찰되었던 Cr-Mo 탄화물과 Mo-Ti 탄화물은 열처리된 

용 속의 결정립계를 따라서도 찰되었다.

  3) 석출경화형 합 인 Alloy263의 모재  용 속

에서는 후열처리에 의해 약 10nm 크기의 미세한 ′이 

석출된 것이 STEM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Alloy 

263P 용 부 인장강도 증가의 원인은 ′ 석출인 것으로 

단되었다.

5.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의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2015- 

1005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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