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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수한 내재열균열성을 가진 고강도W함유저합금내열강을 제공한다.

질량%으로서 C: 0.03∼0.15%, Si: 1%이하, Mn: 2%이하, P: 0.03%이하, S: 0.03%이하, Ni: 0.5%이하, Cu: 0.5%이

하, Cr: 1.8∼2.8%, V: 0.1∼0.3%, Nb: 0.01∼0.08%, Mo: 0.05∼0.35%, W: 1.2∼1.8%, Ti: 0.001∼0.05%, B: 0∼

0.02%, Al: 0.1%이하, O: 0.1%이하를 함유하여, N함유량이 하기의 (1)식을 충족하고 나머지가 불가피한 불순물로 

되며 또한 평균결정입경이 110㎛이하인 용접성이 우수한 고강도저합금내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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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i] + 5[%B] + 0.004 ‥‥(1)

대표도

도 1

색인어

평판, 기판, 용접부, 구속시험체, 모따기, 용접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시험재의 용접모따기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는 구속용접시험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은 크리프 시험편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용접입열량과 용접열경향부를 포함한 평균결정입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N함유량과 [%Ti] + 5 [% B] + 0.004 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중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 평판, 2; 기판, 3; 용접부,

4; 구속시험체, 5; 모따기, 6; 용접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용접후의 열처리 시에 발생하는 균열(crack)에 대하여 감수성이 낮고, 소위 내재열(耐再熱) 크랙성이 우수

한 고강도 저합금 내열강(耐熱鋼)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은 보일러, 화학장치등의 내열, 내압배관에 사용되는 고온재료로 서는, 수%의 Cr을 함유하는 저합금 내

열강, 9∼12%의 Cr을 함유하는 고Cr 페라이트계 내열강, 18%Cr-8%Ni강으로 대표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2.25%Cr-1%Mo강(이른바, 2 1/4%Cr-1%Mo강)에 대표되는 저합금 내열강은,

값이 싸기때문에 사용환경에 따라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의 Cr를 함유하는 저합금 내열강은, 일반적으로 소려된 베이나이트(tempered bainite), 소려된 마르텐사이트(M

artensite) 등의 소위 페라이트계(ferrite)의 조직으로 되며, 고Cr계 내열강이나 오스테나이트조직으로 되는 강에 비

해서 고온강도가 낮다. 이때문에, 근년 이의 저합금강을 베이스로 하여 Mo, W, Nb, V 등을 첨가하여 고온강도를 높인

저합금 내열강 또는 그 제조방법이 하기와 같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1) Cr: 0.7∼3%, Mo: 0.3∼1.5%, V:0.05∼0.35%, Nb:0.01∼0.12%, N:0.01∼0.05%을 함유하고, 또 W:0.5∼2.4%

, B:0.0005∼0.015%, Al:0.1%이하, Ti:0.05∼0.2%로 조정한 강을, 1100℃ 이상의 온도에 가열한 후 상온까지로 냉

각하고, 상온 혹은 가공중 또는 냉각도중에 있어서 재결정을 발생하지 않는 온도 역에서 소성가공을 시행하고, 최후에

1100℃ 보다도 낮은 온도로 소준(燒準= normalizing)및 A  cl 온도이하에서의 소려처리를 행하는것에 의하여, 용접열

영향부의 연화의 정도를 경감하고, 또한 모재의 충격성질을 개선한 후에, 약 600℃까지의 온도로 사용 할 수 있는 강

의 제조방법(일본국 특허 제2,659,813호 공보, 참조).

(2) Cr:1.5∼3.5%, W:1∼3%, V:0.1∼0.35%, Nb:0.01∼0.1%, B:0.0001∼0.02%, N:0.005% 미만, Al:0.005%미만,

Ti:0.001∼0.1%를 함유하고, 필요에 응해서 각각 0.01∼0.2%의 La, Ce, Y, Ca, Zr 와 Ta 및 0.0005∼0.05%의 Mg 

중의 1종 이상을 함유하고, 또한 Mo:0.01∼0.4%를 함유하고, Ti와 N의 함유량이「0.080  Ti(%)-(48/14)N(%) 

 0.003」을 충족하는 크리프강도(creep strength)와 인성(toughness)이 우수한 저합금내열강(일본국 공개 특허 

헤이세이4-268040호 공보,참조).

(3) Cr:1.5∼3.5%, W:1.0∼3.0%, V:0.10∼0.35%, Nb:0.01∼0.10%, B:0.0001∼0.02%, N:0.005% 미만, Al:0.005 

미만, Ti:0.001% 이상 0.050% 미만, Cu:0.10∼2.50%로 되고, 필요에 응해서 Mo:0.01∼0.40%, 그리고 0.01∼0.20

%의, La, Ce, Y, Ca, Zr 와 Ta 및 0.0005∼0.05%의 Mg가운데 1종 이상을 함유하고, 불순물중의 P:0.03%이하, S:0.

015%이하인 인성과 크리프강도에 우수한 저Cr 페라이트계내열강(일본국 공개 특허 헤이세이 5-345949 호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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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 강은, 크리프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N함유량 및 Al함유량을 0.005% 미만으로 제한하고, Ti을 첨가하여서 N을 고

정한 후에 B를 첨가한 것이다. 또, 용접부의 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Ti, Cu 및 W를 첨가하고, 또한, 내산화성 및 내

식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Cu을, 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V, Nb 및 W를 첨가한 강이다.

(4) Cr:0.8∼3.5%, W:0.01∼3.0%, V:0.1∼0.5%, Nb:0.01∼0.20%, Al:0.001∼0.05%, Mg:0.0005∼0.05, B:0.002

0∼0.02%, N:0.005% 미만, P:0.03% 이하, S:0.015% 이하를 포함하며, 필요에 응해서 Mo:0.01∼1.5%, 그리고 0.0

1∼0.2%의 La, Ce, Y, Ca 및 Ta 중에서 1종 이상을 함유하고, 나머지가 Fe 및 불가피 불순물로 이루어지며, B함유

량이 하기(a)식을 충족시키는 고온강도에 우수한 극저Mn 저Cr 페라이트 내열강 (일본국 공개특허 헤이세이 8-3256

69호 공보, 참조).

(14/11)B＞N-N(V/51)/{(C/12)＋(N/14 )}-N(Nb/93)/{(C/12)+(N/14)} ‥‥(a) 

이 강은 W를 첨가하여 고온 크리프(creep)강도를 높여 장시간 사용후에 W에 의한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Mn을 0.1% 미만으로 제한하고 B를 첨가하여 강도저하, 인성저하를 방지하며 고온 크리프강도를 높인 것이다

. B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B함유량이 상기의 N,V,C 및 Nb의 관계식으로 규제되고 있다.

(5) Cr:0.3∼1.5%, W:0.1∼3%, V:0.01∼0.5%, Nb:0.01∼0.2%, Al:0.001∼0.05%, B:0.0001∼0.02%, N:0.001∼0

.03%, P:0.025% 이하, S:0.015% 이하를 함유하고 필요에 따라 Mo: 0.01∼3%, 그리고 각각 0.01∼0.2%의 Ca, Ti, 

Zr, Y, La, Ce, Ta 및 0.0005∼0.05%의 Mg 가운데 1종 이상을 함유하는 용접성 및 고온강도가 우수한 페라이트(fer

rite)강(일본국 공개특허 헤이세이 10-8194호 공보 참조).

이 강은 450℃이상의 온도에 있어서 고온크리프강도가 개선되고 또한 인성, 가공성, 용접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저합

금강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며 고Cr 페라이트강에 대치 가능한 저Cr 페라이트강이다.

상기와 같은 저합금내열강을 용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용접저온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용접저온균열

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용접 전에 예열한다던지 용접 후에 열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합금내열

강은 「용접후 열처리기준과 그의 해설」(일본고압력기술협회, 응력소둔위원회편, 일간공업신문사, 1994. 9. 26발행

)의 p.10, 22∼23, 100, 15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용접후의 열처리 시에 용접열영향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소위 재열

균열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열균열은 용접저온균열과는 다른 기구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 문에 예열온

도의 관리로는 방지할 수 없다.

저합금내열강의 재열균열에 관한 보고는 다수 있었다. 예컨대 용접학회지, 제41권(1972), 제1호 p.59에는 재열균열

감수성지수(P  SR )가 제안되어 있으며 1.5%이하의 Cr양의 범위에서 재균열감수성이 Cr, Cu, Mo, V, Nb, Ti의 증가

에 수반하여 높아지게 되며 특히 V, Nb, Ti는 그의 영향이 크다는것이 나타나 있다. 또한 용접학회지 제49권(1980), 

제3호, p.203에는 재열균열감수성이 강중의 불순물원소인 P, Sb, Sn 및 As의 증가에 의하여 크게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국 공개특허 쇼와 59-80755호 공보에는 내소려취성(resistance to temper brittleness)에 우수한 저

합금내열강이 제안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의 재균열에 관한 보고 또는 발명은 모두 W를 함유하지 않은 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자의 조사에 의하

여 W를 함유하는 강의 경우는 고온에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재열균열감수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 명확히 되

었다.

먼저 제시한 선행문헌에는 일본국 공개특허 헤이세이 7-268040호 공보 및 동 5-345949호 공보를 제외하고는 용접

균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상기 일본국 공개특허 헤이세이 7-268040호 공보 및 동 5-345949호 공보에는 예열온도

관리에 의한 용접저온균열방지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는 바 W첨가강에서 큰 문제가 되는 재열균열성에 대해서는 다

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현재의 경우 W를 함유하고 또한 충분한 내재열균열성을 가진 고강도내열강은 얻을 수 없다.

본 발명의 목적은 W를 함유하는 Cr-Mo계 고강도저합금내열강이면서 우수한 내재열균열성을 가진 내열강을 제공하

는 데 있다.

(본 발명의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은 W를 함유하는 저합금내열강을 용접하여 그 후의 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이하 「용접후 열처리」 또는 「후열처리」라 한다)에 의하여 발생한 균열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균열은 후열처리도중에 용융선 부근의 결정입이 조대화(粗大化)한 열영향부에 발생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의 파면

의 형태를 주사형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보니 파면에는 용융흔적(액상을 수반한 균열)이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분

석의 결과에서는, 파면상에는 N의 현저한 농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전자현미경에 의한 관찰에 의하여 균열부근의 

입내(粒內)의 미세한 V, Nb의 탄화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용접재균열은 다음과 같은 요인의 중첩효과에 의하여 균열이 개구하는 현상이라고 사료되었다.

①용접후 열처리에 의하여 N의 입계편석이 가속되어 입계고착력의 저하,

②V, Nb탄화물에 의한 석출강화, W에 의한 고용(固溶)강화에 의한 입내의 강화,

③용접열싸이클에 의한 조대화한 평활한 입계면에 열응력에 의한 변형의 집중.

이러한 결과로부터 용접재열균열을 방지하는데는 Ti 또는 / 및 B에 의하여 N의 함유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즉 Ti 및 B는 N과의 친화력이 강하여 안정한 질화물을 형성하여 입계고착력을 저하시키는 입계의 탈 

N을 감소 시킨다.

Ti는 TiN으로서 강의 제조시에 주로 입계에 생성하여 피닝(peening)효과에 의하여 용접열싸이클에 의한 결정입의 

조대화를 억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토록 하자면 Ti는 적어도 0.001%이상을 함유시킬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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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편석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N과 결합하지 않는 B는 탈B로서 입계에 존재하여 편석사이트를 점하고 N등의 입계

약화원소의 편석을 억제하고 입계고착력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용접재열균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연한 것이지만 Ti 및 B에 의한 균열방지효과는 입계취화원소인 N량(量)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다량의 N이 

함유되는 경우에는 균열방지에 필요한 Ni 및 B의 양도 많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후술하는 실시예의 데이터로부터 N

함유량을 횡축으로 하고 「%Ti + 5 ×%B + 0.004」를 종축으로 하여 용접재열균열이 간파되지 않는 것을 오픈 서

클(open circle)(  ), 균열이 간파되는 것을 솔리드 서클(solid circle)(  )로 하여 프롯트하면 도 5와 같이 된다. 

이 도로부터 N함유량 [%N]과 [%Ti] + 5 [%B] + 0.004 와의 관계가 하기 (1)식을 만족하면 용접재열균열을 방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N]  [%Ti] + 5 [%B] + 0.004 ‥‥‥ (1)

그러나, 용열(溶熱)영향부의 평균 결정입경이 150㎛을 초과하면, 상기 (1)식을 충족하여도 용접재열균열의 발생을 방

지할 수 없다. 용접열영향부의 평균결정입경을 150㎛이하로 하기위하여는, 모재의 평균결정입경을 110㎛이하로 하

지 않으면 안된다.

본 발명은 상기의 가능성을 기본으로 완성시킨 것으로서 그의 요지는 하기의 저합금내열강에 있다.

질량%로 C: 0.03∼0.15%, Si: 1%이하, Mn: 2%이하, P: 0.03%이하, S: 0.03%이하, Ni: 0.5%이하, Cu: 0.5%이하, C

r: 1.8∼2.8%, V: 0.1∼0.3%, Nb: 0.01∼0.085%, Mo: 0.05∼0.35%, W: 1.2∼1.8%, Ti: 0.001∼0.05%, B: 0∼0.0

2%, Al: 0.1%이하, O: 0.1%이하를 함유하며 N함유량이 하기의 (1)식을 충족하고 나머지가 Fe 및 불가피한 불순물로

되며 평균결정입경이 110㎛이하인 용접성이 우수한 고강도저합금내열강.

「%N」  「%Ti」+ 5 「%B」+ 0.004 ‥‥‥ (1)

더구나 상기 평균입경이란 현미경 관찰시야의 사진등에 있어서 기준길이당의 결정입의 수를 카운트하여 그의 수로 

기준길이를 나누어 구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다음에 각 화학성분의 작용과 그의 한정이유를 기술한다. 화학성분의 %는 질량 %를 의미한다.

C: 0.03∼0.15%

C는 탄화물을 형성 고온강도를 높이데에 기여하는 원소이다. 또한 오스테나이트(austenite)형성원소로서 작용하며 

δ페라이트(ferrite)의 생성을 억제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0.03%이상의 함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잉의 첨

가는 용접열영향부의 경도를 증가시켜 용접저온균열감수성 및 용접후의 재열균열감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C함유

량이 높은 강은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되면 취화(brittle)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C함유량의 상한은 0.15%로 한다. 더욱

바람직한 상한은 0.12%이다.

Si: 1%이하

Si는 제강시에 탈산원소로서 첨가되는 바 강의 내산화성, 내고온부식성의 개선에도 유효한 원소이다. 그러나 고온에

서의 장시간사용시에는 인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Si함유량의 상한은 1% 로 한다. 바람직한 상한은 0.8%이

다. 또한 하한은 불가피한 불순물레벨도 괜찮지만 탈산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0.05%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Mn: 2%이하

Mn은 Si와 같이 제강시 탈산원소로서 첨가된다. 그러나 과잉으로 함유하면 고온 장시간사용시에 강도의 저하 및 인

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Mn함유량은 2%이하로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1.5% 이하이다. 더욱이 바람직한 것은

0.35% 미만이다. 또한 하한은 불가피한 불순몰의 레벨도 괜찮지만 탈산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0.05%이상으로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P: 0.03%이하

P는 강중에 잔존하는 불가피한 불순물원소이며 다량을 함유하면 용접재열균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P함유량은 0.

03%이하로 한다. P는 낮으면 낮을수록 바람직하므로 하한은 특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극도의 감소는 코스트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0.0005%정도를 하한으로 한다.

S: 0.03%이하

S는 P와 같이 강중에 잔존하는 불가피한 불순물원소로 다량으로 함유되면 용접재열균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S함

유량은 0.03%이하로 한다. S도 적을수록 바 람직하므로 하한은 특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P와 같이 정련비용면에서 

볼 때 0.0005%정도를 하한으로 한다.

Ni: 0.5%이하

Ni는 오스테나이트생성원소이며, δ페라이트상(相)(phase)의 생성을 억제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첨

가하여도 좋다.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의 함유량을 0.01%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잉의 첨가는 고온

에서 사용중에 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Ni함유량의 상한은 0.5%로 한다.

Cu: 0.5%이하

Cu는 Ni와 같이 오스테나이트생성원소이고, δ페라이트상의 생성을 억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원

소이므로 필요에 따라서 첨가할 수 있다.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의 함유량은 0.01%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과잉의 첨가는 고온 장시간의 사용중에는 연성을 극단으로 저하시킴으로 Cu함유량은 0.5%이하로 한다. 또한 0.

1%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0.05%미만으로 하는 것이 더한 층 바람직하다.

Cr: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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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은 고온에서 내산화성 내고온부식성 및 고온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의 원소이다. 그러나 과잉의 첨가는 탄화

물의 조대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고온강도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인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Cr함유량은 1.8∼

2.8%로 한다.

V: 0.1∼0.3%

V는 강중에 미세한 탄화물 또는 탄질화물을 형성하여 크리프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원소이다. 그러나 과잉

의 첨가는 용접후열처리시의 입내탄화물(粒內炭化物)의 석출밀도를 증가시켜 재열균열감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고

온에서 사용중에는 급속한 탄화물의 응집, 조대화를 초래하여 도리어 크리프강도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V함

유량은 0.1∼0.3%로 한다.

Nb: 0.01∼0.08%

Nb는 강중에서 미세한 탄화물 또는 탄질화물을 형성하여 크리프강도를 증가시켜주는 데 기여하는 원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0.01%이상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잉의 첨가는 용접후열처리시의 입내탄화물의 석출밀도를 증가

시켜 재열균열감수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Nb함유량은 0.01∼0.08%로 한다.

Mo: 0.05∼0.35%

Mo는 강의 매트릭스(matrix)를 고용강화함과 동시에 탄화물로 되어 석출되어 크리프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원소이다. 또한 P와의 친화력이 강하여 입계에 편석하는 P량을 감소시킴으로 용접재열균열감수성의 감소에 기여한

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면 적어도 0.05%이상의 함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잉의 첨가는 장시간의 사

용 후에 인성을 감소시킴으로 그의 상한은 0.35%로 한다.

W: 1.2∼1.8%

W는 Mo와 같이 강의 매트릭스를 고용 강화함과 동시에 탄화물을 생성하여 크리프강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

는 원소이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면 적어도 1.2%이상 함유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매트릭스가 대단히

강화됨으 로하여 N가 입계에 편석하는 경우 취화한 입계와 매트릭스와의 강도차가 커지기 때문에 재열균열이 발생하

기 쉽다. 또한 과잉의 첨가는 인성의 저하를 초래하므로 그의 상한은 1.8%로 한다.

Al: 0.1%이하

Al은 강의 탈산제로서 첨가되는 원소이다. 그러나 과잉의 첨가는 강의 청정도를 저하시켜서 가공성을 저해함과 동시

에 고온강도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Al함유량은 0.1%이하로 한다. 특히 하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극도의 저감은

강의 탈산이 불충분하게 됨으로 0.0005%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Ｏ (산소): 0.1%이하

Ｏ (산소)는 강중의 불순물원소로 주로 산화물로서 존재하여 가공성, 모재의 강도 또는 인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입계의 산화물로서 존재하면 입계고착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재열감수성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O함유

량은 0.1%이하로 하지만 0.06%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0.03%이하로 하는 것이 한층 바람직하다. 산소의 함유

량은 적을수록 바람직한데 특히 하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극도의 저감은 정련비용의 상승을 초래함으로 실제 생산에

서의 하한은 0.0005%정도이다.

Ti: 0.001∼0.05%

Ti는 용접재열균열감수성을 저감시키는데 필수적인 원소이다. Ti는 N과 결합하여 TiN을 형성하고 용접열영향부에

서의 입계고착력을 저하시키는 탈-N량(量)을 저감시킨다. 또한 피닝효과에 의하여 용접열싸이클에 의한 용접열영향

부에서의 결정입조대화를 억제하여 재열균열의 발생을 방지한다. 그러한 효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0.001%이상의 함

유가 필요함과 동시에 후술하는 B, N과의 (1)식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잉의 첨가는 인성의 극단적인 저하

를 초래함으로 0.05%이하로 한다. 더욱이 바람직한 것은 0.04%이하이다.

B: 0∼0.02%

B는 Ti를 함유하고 있으면 특별히 첨가하지 않아도 좋지만 N과의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Ti와 같이 질화물을 형성

하여 입계의 탈-N량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N과 결합하지 않는 나머지 B는 탈-B로서 입계에 존재

하여 편석사이트(site)를 점유하여 N등이 입계약화원소의 편석을 억제하고 입계고착력을 증대시켜서 용접재열균열을

방지한다. 이러한 효과는 Ti와 복합첨가에 의하여 현저하게 된다. 따라서 하기(1)식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

잉의 첨가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모재의 취화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B함유량의 상한은 0.02%로 한다. 첨가

하는 경우의 바람직한 함유량은 0.002∼0.006%이다.

N: 하기식(1)을 충족하는 범위

N은 강의 제조시 또는 용접후열처리시에 탈-N으로 입계에 편석하여 입계고착력을 저하시켜서 용접재열균열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위하여서는 Ti 또는 Ti 와 B를 첨가함에 의하여 N의 고정이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

를 얻을 있도록 하자면 강중의 N이 하기의 (1)식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N」  「%Ti」+ 5 「%B」+ 0.004 ‥‥‥(1)

본 발명의 내열강의 용접재열균열방지는 ① Ti, B첨가에 의한 입계의 탈-N을 저감시키는 것, ② TiN의 피닝효과에 

의하여 결정입이 조대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및 ③ 탈-B에 의하여 입계의 고착력을 증가시키는 것의 중첩효과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하여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면 Ti, B 및 N가 상기의 (1)식을 충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N의 과잉함유는 다량의 질화물생성을 초래하여 인성저하를 야기하는 한편 N가 지나치게 적으면 상기 TiN에 의

한 피닝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 따라서 N의 바람직한 함유량은 0.005%를 초과하여 0.01%까지이다.

평균결정입경: 110㎛ 이하

용접재열균열은 전기 ①, ② 및 ③을 충족하여도 완전히 방지할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용접열싸이클에 의하여 

조대화한 평활한 입계면에 열응력에 의한 변형이 집중함에 의하여 용접재열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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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서는 용접열영향부를 포함하는 평균결정입경을 150㎛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

도 4는 용접입열량과 용접열영향부를 포함하는 평균결정입경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이다. 이 도는 평균결정입경이 10

9㎛의 강판을 모재로 하여 서브머지 아크용접법(submerged arc welding method)에 의하여 입열량(入熱量)을 변화

시켜서 구속용접시험을 행하여 용접열영향부의 평균결정입경을 측정한 결과를 도시한 도이다. 이 도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용접열영향부의 평균결정입경을 150㎛이하로 하기 위하여서는 모재의 평균결정입경을 110㎛이하, 용접입열량

을 70kJ/cm이하로 하면 좋다. 더욱이 용접열영향부의 평균결정입경은 적을수록 좋으므로 용접입열량은 50kJ/cm 이

하로 억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모재의 평균결정입경은 모재제조시에 소준(normalizing)처리에 있어서 900∼1100℃로 5시간이내의 열처리를 

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용접열영향부의 평균결정입경은 적을수록 좋으며 이의 평균결정입경은 모재의 결정

입경이 작을수록 작아지므로 내재열균열성을 한 층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모재의 평균결정입경을 70㎛이하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45㎛이하로 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미세결정입의 조직으로 하는 데는 720∼800℃

에서 소려(tempering)와 900∼110℃에서의 소준(normalizing)과 720∼800℃에서의 두 번째 소려로 된 열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효과는 상기 합금원소성분범위를 충족하면 얻을 수 있지만 더 한층의 재열균열감수성저감을 위하여

서는 불가피한 불순물인 Sn, As, Sb, Pb는 합계 0.04%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열간가공성의 개선, S의 고착에 

의한 가일층의 재열균열감수성저감을 위하여 Ca: 0.02%이하, Mg: 0.02%이하, REM(희토류원소): 0.02%이하를 함

유하여도 무방하다.

[실시예]

표 1∼3에 제시한 화학조성으로 조정한 강(불순물로서의 Sn, As, Sb 및 Pb의 합계로 0.04% 이하이다)을 용제(溶劑)

하여 열간단조, 열간압연, 열처리공정을 거쳐서 두께 40mm 강판을 제조하였다. 각각의 조건은 모재의 평균결정입경

이 약 30∼109㎛로 되도록 선정하였다. 단 강부호 A7, A10, A18, A19, A23, A27∼29, B3, B4, B9 및 B15에 있어

서는 열처리시의 소려온도를 조정함으로서 평균결정입경을 크게 하였다.

[표 1]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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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얻어진 강판으로부터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두께 40mm, 폭 50mm, 길이 100mm의 평판1을 절단하여 한측에 모

따기(beveling)하여 두께 80mm, 일변의 길이가 200mm의 기판2의 표면에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4주(四周)를 용

접(3)한 구속시험체(4)를 제작하였다. 얻어진 구속시험체의 모따기부(5)에 표 4에 제시한 화학조성을 가진 용접재료

를 사용하여 TIG 용접법(GTAW, 용접입열 약 18kJ/cm), 피복아크용접법 (SMAW, 용접입열약 25kJ/cm) 및 서브머

지아크용접법(SAW, 용접입열 약 50kJ/cm)에 의하여 다층용접을 행하였다.

[표 4] 

용접재료는 모두 용제, 열간가공, 선인가공(drawing)을 행한 통상의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직경 1.2mm의 선재이다.

용접후 715℃로 가열하여 5시간 유지하는 용접후열처리를 행한 후 용접부의 5개소의 횡단면을 검사하고 용접열영향

부의 균열유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5개소의 단면의 모두에 균열이 보이지 않은 것을 합격(Ｏ), 1단면이라도 균열이 

보이면 불합격(Ｘ)으로 하였다.

균열평가에서 합격한 시험체로부터 크리프시험편과 충격시험편을 채취하였다.

크리프시편은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용접부6이 시험편평행부의 중앙부가 되도록 채취하였다. 크리프시험은 응력

을 온도를 550℃로해서 행하였다. 응력 196MPa는 모재의 550℃에서의 크리프 파단수명(破斷壽命)(creep failure lif

e)이 약 3000시간이 되는 응력이다. 그리하여 파단하기까지의 시간은 2400시간 이상이 되는 것을 합격으로 하였다.

충격시험편은 JIS Z2202에 규정된 4호충격시험편으로 하여 노치(notch)부의 용접열영향부를 포함하도록 채취하였

다. 시험은 0℃에서 행하였다. 그리하여 흡수 에너지가 40줄(Joule)이상을 합격 그 이하를 불합격으로 하였다.

모재 및 용접열영향부의 평균결정입경은 광학현미경의 관찰시야(100배)내의 단위길이당 점하는 결정입의 개수로부

터 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표 5~7에 제시하였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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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 7]

본 발명예의 부호 (A1∼A31)의 강은 Ti함유량이 0.001∼0.033%, [%Ti] + 5 [%B] + 0.004 가 모두 N함유량보다

도 많고, 또한 평균결정입경이 33∼109㎛의 범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용접재열균열시험에서는 표 5 및 6에서 명백

한바와 같이 발명강에 의한 계수(시험번호 AJ1-AJ35)는 용접법에 관계없이 용접열영향부에 균열이 검출되지 않았다

. 또한 크리프파단강도은 파단까지의 시간이 2493∼2896시간의 범위내에 있어 샤르피(Charpy)충격치는 41~65줄

의 범위내에 들어 양호하다.

이에 대비하여 비교예의 부호 B1의 강은 N함유량이 0.018%로 [%Ti] + 5 [%B] + 0.004 보다도 많다. 즉 상기(1)

식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 7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시험번호BJ1의 계수에는 용접열영향부에 균열이 검출되

었다. 비교예의 부호 B2의 강은 모재의 평균결정입경이 38㎛이다. 그러나 Ti를 함유하지 않은 계수로 한 경우 시험번

호BJ2로 제시한 바와 같이 용접열영향부의 평균결정입경이 152㎛로 되어 용접열영향부에 균열이 검출되었다.

비교예의 부호B3 및 B4의 강은 평균결정입경이 124㎛ 및 140㎛로 크다. 그러므로 시험번호BJ3∼BJ7의 계수는 용

접열영향부의 평균결정입경이 154∼173으로 커서 용접열영향부에 균열이 검출되었다.

비교예의 부호B5의 강은 N함유량이 0.020%으로 [%Ti] + 5 [%B] + 0.004는 0.019%이므로 상기(1)식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험번호BJ8의 계수에는 용접열영향부에 균열이 검출되었다.

비교예의 강부호B6은 상기(1)식을 충족함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지만 Ti를 0.053%로 과잉 함유함으로 계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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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험번호BJ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샤르피 충격치의 흡수에너지가 11줄로 낮다.

비교예의 강부호B7은 Ti 및 B를 함유하지 않음으로 시험번호BJ10의 계수에서는 용접열영향부에 균열이 검출되었다

.

비교예의 부호B8∼B14의 강은 모두 N함유량이 「%Ti + 5 ×%B + 0.004」보다 많으며 (1)식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험번호 BJ11∼17의 계수에는 모두 용접열영향부에 균열이 검출되었다.

비교예의 부호B15 및 B16의 강은 모두 N함유량이 [%Ti] + 5 [%B] + 0.004보다 많으며 또한 Ti가 피닝효과의 발

휘에 필요한 0.001보다 적다. 따라서 시험번호 BJ18 및 BJ19의 계수에는 모두 균열이 검출되었다.

상기의 시험결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강판은 화학조성이 적절하게 선정되어 N함유량이 (1)식을 충족

하고 또한 평균결정입경이 작기 때문에 용접재열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한 크리프강도와 충격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내열강은 화학조성이 최적범위로 결정되어 그중 N함유량을 [%Ti] + 5 [%B] + 0.004보다 적게하고 또한

평균결정입경을 110㎛이하로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열강을 용접한 계수부는 후열처리시의 재열균열감수성이 낮

음과 동시에 우수한 크리프강도와 충격특성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질량%로 C:0.03∼0.15 %, Si:1%이하, Mn:2%이하, P:0.03%이하, S:0.03%이하, Ni:0.5%이하, Cu:0.5%이하, Cr:1.

8∼2.8%, V:0.1∼0.3%, Nb:0.01∼0.08%, Mo: 0.05∼0.35%, W:1.2∼1.8%, Ti:0.001∼0.05%, Al:0.1%이하, O:0.

1%이하를 포함하며, N함유량이 하기의 (1)식을 충족하고, 나머지가 Fe와 불가피한 불순물로 되며 평균결정입경이 1

10㎛이하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고강도저합금내열강.

[%N]  [%Ti] + 5 [%B] + 0.004 ‥‥(1)

청구항 2.
질량%로 C:0.03∼0.15 %, Si:1%이하, Mn:2%이하, P:0.03%이하, S:0.03%이하, Ni:0.5%이하, Cu:0.5%이하, Cr:1.

8∼2.8%, V:0.1∼0.3%, Nb:0.01∼0.08%, Mo: 0.05∼0.35%, W:1.2∼1.8%, Ti:0.001∼0.05%, B:0.02%이하, Al:0

.1%이하, O:0.1%이하를 포함하며, N함유량이 아래의 (1)식을 충족하고, 나머지가 Fe와 불가피한 불순물로 되며 평

균결정입경이 110㎛이하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고강도저합금내열강.

[%N]  [%Ti] + 5 [%B] + 0.004 ‥‥(1)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Cu가 0.1질량% 미만인, Mn이 0.35질량% 미만인 고강도저합금내열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Cu가 0.1질량%미만이고 Mn이 0.35질량%미만인 고강도저합금내열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Cu가 0.05질량%미만이고 Mn이 0.30질량%미만인 고강도저합금내열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Cu가 0.05질량%미만이고 Mn이 0.30질량%미만인 고강도저합금내열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N이 0.005질량%을 초과하여 0.01질량%까지이고 Ti가 0.001~0.4질량%

인 고강도저합금내열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가 0.002~0.006질량%인 고강도저합금내열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B가 0.002~0.006질량%인 고강도저합금내열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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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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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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