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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 390 MPa급 가공열처리강 대입열용접
열영향부 충격인성 및 연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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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Toughness and Softening of the Heat Affected Zone of High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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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py impact toughness of the heat affected zone (HAZ) of electro gas welded 390 MPa yield
strength grade steel, manufactured by a thermo mechanically controlled process, w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dded Nb on the toughness of the steel and the factors influencing scatter in toughness are discussed in
the present work. It was observed that adding Nb to the steel led to the deterioration of HAZ toughness. The
presence of soluble Nb in the HAZ increased its hardenability and resulted in a larger amount of low
toughness bainitic microstructure. Microstructural observations in the notch root area revealed the significant
role of different microstructures in the area. In the presence of a larger amount of bainitic microstructures,
the HAZ exhibited a lower Charpy toughness with a larger scatter in toughness. A softened zone with a lower
hardness than the base metal was formed in the HAZ. However, theore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esence of the zone might not be a problem in a real welded joint because of the plastic restraint effect
enforced by surroun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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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성이나 강도가 저하하여 문제가 된다. 즉 과도한 입열량
으로 인하여 용융선 (fusion line, FL)에 인접한 HAZ에서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재 두께가 70 mm 이상인

는 결정립이 크게 성장하고 베이나이트 등 취약한 조직이

항복강도 360 MPa급 고강도 강이 선박 건조에 사용되고

형성하여 인성이 열악하게 되며, FL에서 상대적으로 떨어

있다. 이런 강은 통상 고강도 및 인성 확보를 위하여 엄격

진 곳에서는 가공열처리된 원래의 조직이 소실되어 강도가

한 압연 관리와 가속냉각을 행하는 소위 가공열처리법

저하하는 연화현상이 나타난다.

(thermo mechanically controlled process, TMCP)에 의하

선박용 강의 고강도화는 더욱 확대되어 최근에는 Nb 등

여 제조되며, 용접 시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렉트로

미량합금원소가 첨가된 항복강도 390 MPa급 강의 사용도

가스용접 (electro gas welding, EGW) 등 대입열용접법을

보고되고 있다 [4]. Nb는 탄질화물을 형성하여 강도 증가

사용한다 [1-3]. 하지만 용접 후 과도한 입열량으로 열영향

에 기여하나 용접 후에는 HAZ 인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Hannerz 등은 [5] Nb 첨가강을 용

부 (heat affected zone, HAZ)에서 기계적성질, 특히 충격

접열싸이클 모사시험한 결과, 냉각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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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탄질화물이 고용되지 않고 남아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
여 인성 증가에 기여하나, 냉각시간이 길어지면 대부분 고
용되어 재석출하거나 고용상태로 존재하여 인성을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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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Nb가 첨가된 항복강도 390
MPa급 강을 EGW하는 경우 HAZ 인성에 미치는 Nb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두꺼운 강 HAZ의 경우
시험편 채취위치에 따라 충격인성에 편차를 나타내며, 동
일한 위치에서 채취한 시편 사이에서도 편차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6-8]. 일반적으로 충격인성이 편차를 나타내는
원인은 비금속개재물, 결정입도 등 강재의 요인, 입열량, 조
직 등 용접의 요인, 그리고 시편 채취, 가공 등 시험 자체
의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9]. Graham은 [10] 인성의 편
차는 취성균열의 발생장소인 입자들의 크기와 분포를 통계
적으로 해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Bailey는 [11]
인성의 편차는 충격시편 노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취성조직

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cutting locations and
microstructural observation direction using broken impact test
specimen.

이 존재하는가라는 확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입열량이 증가하면 고강도 TMCP 강 HAZ에서 연
화영역이 더욱 확대된다는 보고도 있다 [12-14]. 본 실험에

나타내었다. 용접 후 표면에서 2 mm 아래 (이하 face 시편

서는 두께 80 mm의 항복강도 390 MPa급 고강도 TMCP

), 판 두께 중앙 (center 시편), 그리고 이면에서 2 mm 아래

강을 EGW 대입열용접하여 Nb 첨가, 시험편 채취위치 등

(root 시편)에서 각각 표준 샤르피 충격시편을 채취한 후 FL

이 충격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HAZ 연화의 정도

및 FL에서 모재쪽으로 1 mm 떨어진 곳 (FL+1)에서 V노치

가 용접이음부 강도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를 가공하였다. 충격시험은 각 조건에서 세 개씩 -20 oC에서
행하였다. 충격시험 후 파단된 한쪽 파면을 니켈도금한 다

2. 시험재 및 실험방법
시험에 사용한 강은 C가 0.05~0.10%, Si가 0.10
~0.25%, Mn이 1.45~1.60%범위에서 TMCP로 제조된 두께
80 mm의 항복강도 390 MPa급 고강도강이다. 본 조성범위
에서 동일한 조성으로 세 종류의 강을 제조하였다. 두 종류

음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시편 폭 10 mm의 1/4, 1/2,
3/4 위치에서 절단하여 노치 앞에서의 조직을 관찰하였다.
충격시험 후 몇몇 시편에 대해서는 주사식전자현미경 (SEM)
을 사용하여 파면 및 개재물 관찰을 행하였다.
HAZ에서 연화현상은 노치를 가공하지 않은 충격시편을

(이하 397, 903강)는 미량의 Nb가 첨가된 강이며, 한 종류

사용하여 연속경도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FL로부터 모재
쪽으로 하중 1 kg, 1 mm 간격으로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이하 852강)는 첨가되지 않은 강이다. Nb가 첨가된 397과

를 측정하였다.

903강은 동일한 조성이나 압연조건이 다르다. 즉 397강이
903강 보다 압연 시 최종압연온도와 냉각종료온도가 낮다.
이들을 tandem EGW로 입열량 600 ~ 620 kJ/cm로 대입열
용접하였다. 자세한 용접이음부 형상 및 용접조건을 표 1에
Table 1. Welding conditions and joint geometry for EGW.

Welding Consumable

Groove shape

Welding condition

-Wire: DWS-50GTF/GTR(1.6Φ)
-Ceramic backing
-Shielding gas: CO2 100%, 45l/min
16o, 12 mm gap

420A-42V/380-42V, HI 600~620 kJ/cm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HAZ 충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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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합조직 (그림 중 B 표시)을 나타내나 강종과 채취위
치에 따라 각 조직의 형성량과 결정립 크기에 차이가 있다.
먼저 강종 별 차이를 살펴보면 Nb가 첨가된 397강이
첨가되지 않은 852강 보다 고온 변태조직인 입계페라이트
는 적고 사이드 플레이트 페라이트나 베이나이트 등 저온
변태조직이 많다. FL의 경우 200배 사진을 사용하여 영상
분석장치 (image analyzer)로 입계페라이트 분율을 측정하
면 397강은 face가 43%, root가 29%인 반면, 852강은
face가 63%, root가 47%이다. 이런 점은 Nb 첨가가 용접
냉각과정 중 HAZ 경화능을 증가시킴을 나타낸다. 강도 향
상을 위하여 첨가된 Nb는 Nb(CN) 탄질화물을 형성하나
용접 가열과정 중 고온에서 용해되어 고용될 가능성이 있
다. 397강에서 Nb(CN)과 Ti(CN)이 독립적으로 형성한다
고 가정하여 용접 시 가열온도에 따른 Nb(CN)의 용해량
을 Thermo-Cal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4
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FL 인근에 해당하는 1350oC 이상
에서 95% 이상의 용해량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Nb가 고용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용접이 비평형적인 급속가열
임을 고려하더라도 첨가된 Nb 중 대부분이 고용상태로 존
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고용 Nb는 용접냉각과정 중
탄질화물로 다시 재석출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고용상태
로 존재한다.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용접한 그대로 (as-welded) 상태와 650 oC에
서 1시간 용접후열처리 (post weld heat treatment,
PWHT)한 상태의 경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용
Fig. 2. Impact test results. (a) Specimen with FL notch location. (b)
Specimen with FL+1 notch location.

접 후 PWHT를 행하면 결정립이 조대화하고 전위가 재배
열하여 경도가 저하한다. 따라서 PWHT 후 오히려 경도가
증가한다면 고용상태로 존재하던 Nb가 PWHT과정 중 석

그림 2에 각 강들의 face, center, root 위치에서 채취한

출하여 경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고용 Nb가 존재한다는 간

시편들의 충격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a)는 노치위
치가 FL, 그림 (b)는 FL+1의 경우이다. 동일한 강, 동일

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노치를 가공하지 않은 충격시편

한 위치에서 채취한 세 시편 사이에서도 흡수에너지에 큰

FL로부터 하중 1 kg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비커스

편차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노치위치에 상관 없이 전

연속경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5에 face에서 채취한 시편을

반적으로 Nb가 첨가된 397과 903강이 첨가되지 않은 852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Nb를 첨가하지 않은 852강은

강 보다 인성이 낮으며, center나 root에서 채취한 시편이
face에서 채취한 시편보다 인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

(그림 a) 용접한 그대로 상태보다 PWHT한 상태에서 전체
HAZ에서 경도가 저하하고 있으나, Nb를 첨가한 397강은

러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광학현미경 조직관찰을

(그림 b) FL로부터 약 5~6 mm 떨어진 곳까지 PWHT한

행하였다. 그림 3에 대표적으로 Nb 첨가강인 397강과 Nb

상태에서 경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무첨가강인 852강을 대상으로 face와 root에서 채취한 시

root에서 채취한 시편에서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Nb가 첨

편의 FL과 FL+1에서의 조직을 비교하였다. 903강은 압연

가된 397강의 경우 FL에 가까운 고온으로 가열되는 곳에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397강과 유사하여 비교에서 제

서는 고용 Nb가 존재하며, 이것이 냉각과정 중 경화능을

외하였다. 두 강 모두 입계에서 입계페라이트 (그림 중 A
표시)와 입내에서 사이드 플레이트 페라이트와 베이나이트

증가시킨 결과 저온변태 조직의 증가로 인성이 저하하는

을 사용하여 용접한 그대로 상태 및 PWHT한 상태에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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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microstructures between 397 and 852 steels.

다음 앞서 그림 3의 시편채취 위치에 따른 광학현미경
조직 차이를 보면 두 강 모두 root가 face에 비하여 결정
립 크기가 크고 입내에서 사이드플레이트 페라이트나 베이
나이트 등 낮은 인성을 나타내는 저온 변태조직이 많다.
이런 차이는 EGW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EGW는 편
면 1 패스의 입향상진 용접법으로 표면에서는 수냉되는 동
당금 (cupper shoe)이 용접의 진행과 함께 같이 움직이나
이면에서는 세라믹 백킹재 (ceramic backing materials)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면이 표면보다 냉각속도가 느려
결정립이 더욱 성장하고 그에 따라 경화능 증대로 더 많은
저온변태 조직이 형성되어 root에서 채취한 시편의 인성이
저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한 강종과 시편채취 위치에서도 세 개의 시편
사이에 100 J 이상의 큰 흡수에너지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Fig. 4. Variation of dissolution fraction of Nb(C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FL 시편
의 경우 903강 face에서 채취한 세 시편은 170 J, 43 J,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노치 앞에서의 조직

22 J을, 852강 root에서 채취한 시편은 222 J, 198 J, 34
J을 나타낸다. FL+1 시편에서도 903강 center에서 채취한

을 직접 관찰하여 이러한 편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파단된 반쪽의 충격시편을

세 시편은 203 J, 52 J, 19 J을, 852강 root에서 채취한

니켈도금한 다음 폭의 1/4, 1/2, 3/4 위치에서 절단하여 각

시편은 202 J, 184 J, 19 J을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위치에서의 노치 앞 조직을 관찰하였다. 먼저 FL 시편의

것처럼 충격시험 시 천이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흡수에

경우 903강 face에서 채취한 세 시편 중 170 J의 높은

너지 편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서론에서 설명한

흡수에너지를 나타내는 시편과 43 J의 낮은 흡수에너지를

것처럼 천이영역에서의 충격인성은 노치 앞에서 어떠한 조

나타내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그림 6에 결과를 나타내었다.

직이 얼마나 존재하는 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11]. 하지

흡수에너지가 170 J로 높은 경우 (그림 a, b, c), 세 위치

만 노치 앞에서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실험결과는

모두에서 FL에 설치되어 있는 노치 끝에서부터 연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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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에너지와 52 J의 낮은 흡수에너지를 나타내는 시편을
비교한 결과, 높은 흡수에너지를 나타내는 시편은 세 위치
모두에서 페라이트가 포함된 혼합조직을 나타내나, 흡수에
너지가 낮은 시편은 두께 3/4 위치에서 베이나이트만의 조
직을 나타내었다. FL 시편과 달리 세 위치 모두에서 베이
나이트만의 조직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그림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FL+1에서는 FL과 달리 베이나이트 형성량
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충격시편에서 폭 길이에 해당하는 전체 노치길이는 10
mm로 노치 앞의 조직과 충격인성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치 길이 전체에 걸친 조직을 관찰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 위치에서만의 결과는 전체 노치 길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낮은 인성을 나타내는
시편들은 공통적으로 적어도 한 곳 이상에서 낮은 인성의
베이나이트만의 조직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앞
서 언급한 노치 앞에서 취약한 조직 분율이 커질수록 인성
이 저하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본 실험에서처럼
HAZ가 페라이트와 베이나이트 등의 혼합조직을 나타내는
경우 국부적으로 설정되는 노치 앞에서 우연히 베이나이트
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취성이 증가하여 흡수에너지가 낮
아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face에서 채취한 시편보다
center나 root에서 채취한 시편에서 커다란 편차를 나타내
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face보다 center나 root에서 채취
한 시편이 상대적으로 베이나이트가 더 많아 노치 앞에서
의 조직에 베이나이트만을 나타낼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

Fig. 5. Variation of HAZ hardness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fusion line. (a) 852 steel. (b) 397 steel.

으로 판단된다.

균열이 전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세 위치 모두에서

되는 비금속개재물의 존재도 인성 편차의 또 다른 요인이

FL 인근에서 조직은 입계페라이트가 형성된 베이나이트와
의 혼합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흡수에너지가 40 J로

된다. 그림 8에는 FL+1 시편에서 903강 root에서 채취한

한편 이런 조직적인 요인 이외에 취성파괴의 발생장소가

시편 중 60 J의 낮은 흡수에너지를 나타내는 시편의 파면

낮은 경우에는 (그림 d, e, f) 노치 끝에서부터 소성변형

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노치 앞 약 0.9

없는 취성균열 전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특히 FL 인

mm 위치에서 취성균열을 일으키는 산화물 개재물을 확인

근에서의 조직은 흡수에너지가 높은 경우와 달리 입계페라

할 수 있다.

이트가 없는 베이나이트만의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에는 852강 root에서 채취한 세 시편 중 222 J의 높은

3.2. HAZ 연화

타내는 것을 비교하였다.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222 J로

HAZ에서 연화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치를 가공하지
않은 397과 852강의 face와 root에서 채취한 시편을 대상

높은 경우에는 (그림 a, b, c) 세 위치 모두에서 연성적인

으로 하중 1 kg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FL에서부터

흡수에너지를 나타내는 것과 34 J의 낮은 흡수에너지를 나

균열전파와 FL 인근에서 페라이트가 포함된 혼합조직을 나

모재 쪽으로 비커스 연속경도를 측정하였다. 각 위치에서

타내나, 34 J로 낮은 경우에는 (그림 d, e, f) 세 위치 모

의 측정치를 모재경도 (397강 191 Hv, 852강 173 Hv)로

두에서 취성균열 전파와 FL 인근에서 베이나이트만의 조
직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FL+1 시편에서도 동일하였

나누어 그 비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비가 1 이하인 영

다. 903강 center에서 채취한 세 시편 중 203 J의 높은

서 채취한 시편의 경우 (그림 a) 두 강 모두 FL에서 1

역은 모재보다 경도가 저하된 소위 연화영역이다. Fa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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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microstructure of 903 steel near notch root at three locations. (a), (b), (c) Specimen having high impact toughness. (d),
(e), (f) Specimen having low impact toughness.

Fig.7. Comparison of microstructure of 852 steel near notch root at three locations. (a), (b), (c) Specimen having high impact toughness. (d),
(e), (f) Specimen having low impact t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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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variation of HAZ hardness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fusion line. (a) Face specimen. (b) Root specimen.
Fig. 8. SEM micrograph of 903 steel showing non-metallic
inclusion near notch root.

사용하는 실 구조물에서는 연화영역의 존재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약 15 mm의 연화
영역을 나타내는 397강을 대상으로 실제 판 두께가 어느

이상을 나타내다가 점점 저하하여 약 10 mm에서 0.8의 최

정도 이상이면 이음부 강도 저하가 억제되는지를 검토하였

저치를 나타낸 다음 다시 증가하여 15 mm에서 1을 회복
하여 연화영역은 약 15 mm이다. Root에서 채취한 시편은

다. Sato의 해석에 따르면 강도가 낮은 연화부가 강도가
높은 주위에 끼어져 인장변형될 때 연화부의 응력 σ와 변

(그림 b) 15 mm에서 약 0.8을 나타낸 후 약 20 mm에서

형 ε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1을 나타내어 연화영역이 약 20 mm이다. 따라서 연화영역
은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되는 root가 face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화영역의 존재는 용접이음부 강도저하를 나타

n

K [ ln ( 1 + ε )] ( 1 + Y )
σ = ---------------------------------------------1+ε

내어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k, n은 각각 연화부의 강도계수와 가공경화지수,
Y는 판 두께 t에 대한 연화부의 폭 Ho의 비, 소위 상대두

Sato 등은 [14,15] 연화영역이 존재하는 용접이음부가 하중

께 X에 의존하는 값이다. HAZ에서 연화영역의 경도는 그

을 받으면 연화영역이 먼저 변형되나, 강도가 높은 주변부

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여 일정한 값이

가 변형을 구속하여 이음부 강도는 연화영역 고유의 강도

아니나 본 검토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평균경도 152 Hv에
해당하는 인장강도 480 MPa의 균일한 영역이라고 가정하

보다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께나 폭이 큰 평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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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TMCP로 제조된 두께 80 mm의 항복강도 390 MPa급
고강도강을 EGW 대입열용접하여 HAZ 충격인성 및 연화
현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Nb 첨가강의 경우 무첨가강에 비하여 인성이 저하하
였다. 이는 FL 인근에서 Nb 탄질화물의 용해로 형성된 고
용 Nb가 용접냉각과정 중 재석출하지 않고 고용상태로 존
재하여 HAZ 경화능을 증가시킨 결과, 낮은 인성의 베이나
이트조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 충격시편 노치 앞에서 조직을 직접 관찰한 결과, 충
격인성은 국부적으로 설정되는 노치 앞에서의 조직에 의존
Fig. 10. Examples of stress – strain curve of softened zone with
different X values.

하였다. 페라이트와 베이나이트 혼합조직을 나타내는 FL에
서 베이나이트 조직만을 나타내는 곳이 세 곳 이상인 시편
에서는 모두 낮은 인성을 나타내었다.
(3) HAZ에는 모재 보다 경도가 최대 20% 저하하는 연
화영역이 face부에서 약 15 mm, root부에서는 약 20
mm 존재하였다. 하지만 연화영역을 인장강도 480 MPa의
균일한 영역으로 가정하여 해석한 결과, 두께가 80 mm인
본 시험재에서는 용접이음부 강도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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