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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착 속부 재열균열에 한 신뢰성 확보 책

김 희 진․유 회 수

Ways to Improve Reliability against Stress-Relief Cracking in Weld Metal

Hee-Jin Kim and Hoi-Soo Ryoo

1. 서    론

  재열균열(reheat cracking)은 용 부 잔류응력을 완화

하기 하여 용 후열처리(PWHT)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용 부 균열이다. PWHT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즉, 잔류응력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

에 ‘PWHT균열’ 는 ‘응력이완균열(stress relief 

crack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균열은 모재부

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용 부(용 열 향부 는 용

착 속부)에 국한되어 발생하는데, 지 까지 보고된 문

헌을 살펴보면 부분 용 열 향부에서 발생하는 균열

만을 상으로 하고 있어서 용착 속부 재열균열에 

해서는 균열발생 상이 명확히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기술보고는 용착 속부 재열균열 발생 상에 해 

보고하고자 한다.

2. 재열균열 감수성  발생기구

  용 열 향부 재열균열에 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특징 인 사항에 해

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먼  재열균열은 Cr, Mo, V 등

이 첨가된 합 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들 강종의 재열균열 감수성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식들이 보고되어 있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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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ΔG값이 2 이상이면, PSR값이 0 이상이면, 

는 RS값이 0.03 이상이면 재열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식(1)과 (2)는 주요 합 원소를 상으로 하

고 있는데, Cr, Mo, V, Nb 등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감

수성이 증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r-Mo강은 재열

균열 감수성이 높은 강종이며, 특히 V이 함유되어 있으

면 더욱 취약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식(3)은 불순물 함

량을 상으로 하고 있는데, 강 에 P, S, Sn 과 같은 

유해 원소가 많을수록 감수성은 증가하는 것이다. 

  재열균열의  다른 특징은 용 열 향부의 결정립 

조 화 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며, 구오스테나이트 입계

를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세조직  특성으

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발생기구가 제안되었

다. 첫 번째 이론은 재가열 에 입내에 탄화물이 석출

하여 입내가 입계보다 강화되어 입계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응력이완에 따른 변형이 입계에 집 되어 입

계균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한 재열균열 감수

성은 상기한 측식 (1)과 (2)로 평가된다. 두 번째 이

론은 불순물 원소(P, S, As, Sn 등)가 입계에 편석되어 

있다가 PWHT 과정에서 입계의 강도가 하하여 입계

균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이론에 의거해서 상기한 

측식 (3)이 도출 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용착 속부 재열균열 

3.1 재열균열의 외  특성 

  용착 속부에서 발생하는 재열균열의 외 인 특징

은 Fig. 1과 같이 용  진행 방향과 동일한 ‘종방향 균

열’이라는 것이다. Fig. 1는 T23(2.25Cr-1.5W) 재질   

의 보일러튜  용 부에서 발생한 재열균열인데, 육안 

으로도 쉽게 찰할 수 있는 크기의 균열이다. 실제로 

본 균열은 튜  벽을 통하여 발생한 통균열임이 

명되었다. Fig. 2은 동일한 튜 의 비드 표면에서 찰

된 재열균열인데, 크기가 매우 작아서 자분탐상에 의해

서만이 검출 가능한 미세균열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

균열은 일직선 상에 있지 않고 비드 표면에 산재하여 

기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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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of weld metal reheat crack developed in the 

form of through-crack

Fig. 2 Appearance of weld metal reheat cracks    develop

ed in the form of hair cracks

(a)

(b)

Fig. 4 Intergranular feature of reheat cracking   shown i

n (a) through crack and in (b)   the surface h

air crack

Fig. 3 Cross-sectional image of reheat crack shown in Fi

g. 1

나타나는데, 분포 형태를 보면 방사선 형태를 보여 주는 

경향이 있다. 

3.2 재열균열의 미세조직  특성

  재열균열의 미세조직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Fig. 

1의 재열균열을 단하여 단면에서 균열을 찰한 결

과를 Fig. 3에서 보여 주고 있다. 이 사진은 에칭하기 

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주균

열(main crack) 주 에는 2차 균열(secondary crack)이 

존재하며 비드 표면에도 미세균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드 표면에 나타나는 미세균열들은 

자분탐상에서 Fig. 2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재열균열은 여러 치에서 동시 다발 으로 나타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4 는 에칭한 후에 주균열 주 를 찰한 결과이

다. 주균열, 2차균열  표면 미세균열 모두 구오스테나

이트 입계를 따라 진행된 입계균열임을 보여 다. 

  균열 주 의 미세조직을 고배율 SEM으로 찰한 미

세조직을 Fig. 5(a)에서 보여 주고 있는데, 구오스테나

이트 입계를 따라 석출물 뿐만 아니라 기공(cavity)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기공들이 지

연균열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공은 재열균

열의  단계 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 그리고 Fig. 6은 

기공들이 연결되어 재열균열로 발 하는 기단계를 보

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재열균열은 미세조직 으로 탄화

물의 입계생성→후열처리시 열응력에 의한 기공생성 →

기공 성장  합체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재열균열 방지 책

  재열균열은 PWHT를 수행함으로 용 부에 발생하는 

균열임으로 PWHT를 용하지 않아도 되는 용 부에 

해서는 PWHT를 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책이

라고 할 수 있다. 만약 PWHT를 필히 용해야 한다 

면, 상기한 측식에 의거 재열균열 감수성이 은 재료

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분의 경우 재료   

가 선정된 상태에서 재열균열이 발생함을 알게 되기 때

문에 PWHT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이 보다 실 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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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arbide and cavity formation along prior  austenit

e grain boundaries

Fig. 6 Transition stage of cavity into reheat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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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to failure during stress-relaxation testing for var

ious test temperatures
3)

  재열균열은 탄화물의 입계생성→후열처리시 열응력에 

의한 기공생성 →기공 성장  합체 과정을 거침으로 

재열균열 발생시간은 Fig. 7과 같은 C-곡선을 따르게 

된다3,4). Fig. 7은 T23강재(2.25Cr-1.5W)의 열 향부에서 

응력이완시험(stress-relaxa tion test)을 수행한 결과인

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675℃에서 재열균열에 가장 민

감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모재 는 용 재료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열균열에 민감한 온도조건

(T23강재의 경우에는 675℃)을 최 한 피하는 것이 최

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밖에 기열  냉각속도의 

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에 해 연구한 결과는 찾아 

볼 수 없었다.

5. 맺 음 말

  재열균열은 용 부 균열의 일종인데, PWHT를 실시

한 후에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다른 균열들과 쉽게 구분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재열균열은 내열강의 열 향부에 

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있어서, 본 기

술보고에서는 용착 속부에서 발생하는 재열균열의 형

상  특성에 해 보고하고자 하 다. 본 기술보고에서 

보고 하 듯이 용착 속부의 재열균열은 비드 표면에 

미세균열로 나타난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미세조직 으로는 탄화물의 입계생성→후열처리시 

열응력에 의한 기공생성 →기공 성장  합체 →재열균

열 발생의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열균열을 방지하기 해서는 PWHT를 실시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이를 생략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재열균열에 민감하지 않는 조건에서 

PWHT를 실시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하겠다. 결국 내

열강 용 부의 재열균열 항성은 PWHT 조건에 크게 

의존함으로 최 의 PWHT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용 부

의 재열균열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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