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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강구조물 용접부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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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전성평가방법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요

서 여기서는 선체구조물의 용접부 취성파괴 발생의 원
조선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후판 강재의
수요량의 증가와 사용범위의 폭이 넓게 되고 있다. 후판

인과, 파괴인성평가법 및 특성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
다.

의 사용에 따라서 강재의 파괴인성에 문제가 여러 측면

2. 선체구조물의 파괴특성

에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선박 산업에
서는 컨테이너선으 대형화에 따라서 H/C을 비롯한 여
러 부분에서 극후판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선산업에서
용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정도에 달하고 있다. 주
로 파괴인성은 이러한 용접에 의해서 더욱 취약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선박의 모든 연결부는 용접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체구조물의 용접부 및 모재의 안전
성평가는, 선체구조물의 안전성과 직결된다. 선체에 용
접프로세스를 적용한 이래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건조된 전용접 전시표준함의 용접부 취성파괴에 의한
손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모재 및 용접재료의 개
발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취성파괴의 실제적인 기점이 되는 노치는 용접결함
(균열, 용입부족, 날카로운 언더컷, 오버랩 등)과 용접
불연속부로 부터 발생, 성장한 날카로운 피로균열이 대
부분이다. 손상선박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

취성파괴 기점이 되는 노치의 종류와 특징은 표.1 과
같다. 조사에 의하면 구조적 응력집중부와 용접결함을
기점으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결함별 특성을 보면 블로홀과 슬래그혼입과 같은
입체결함의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전파
되므로 연성파괴로 이어지고, 용접균열, 용접부족, 언더
컷과 같은 표면균열은 취성파괴 또는 연성파괴로 나타
난다. 따라서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면균열을

최근, 이러한 기준은 고강도 강재의 개발, 선박건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접프로세스 개발(대입열용접), 컨
테이너선의 초대형화에 따른 극후판 강재의 사용에 따
라서, 일부 선급협회(현재는 NK:일본선급협회)에서는
극후판 대입열용 TMCP강에 대하여 취성균열 전파 정
지 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하고 있으며, 용접부 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취성파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응력집중에 의한 노
치, ②인장응력, ③노치인성 부족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인 응력집중부의 일
반적인 노치는 비파괴검사를 통해 검출할 수 있으나,
제작상의 미소균열이나 사용 중에 발생하는 미소 피로

표 1 취성파괴의 노치의 종류와 특징1)
노치의 종류

취성파괴발생 비율(%)

구조적 불연속에 의한 노치

50

용접결함에 의한 노치

40

금속적 노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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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응력집중
블로홀, 슬래그혼입, 균열, 용입부족,
언더컷 등
가스절단, 열영향부의 강도불균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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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파괴역학에 기초한 파괴인성 시험법2~7)
파괴특성

파라메타

시험방법

규격

KIC
JIC
정적하중

ASTM E813, JSME S001

CTOD
KC

발생

ASTM E399, BS 7448
- 소형인장시험(Compact Tension)
- 3점 굽힘시험

CTOD

BS7448, ASTM E1290
- Deep Notch
- 표면노치 광폭인장시험

(t)

KIC
동적하중

진전

동적해석

정지

정적해석

JId

ASTM E399
- 소형인장(Compact Tension)
- 3점 굽힘시험

CTOD
Kd

- CCA(Compact Crack Arrest)

KID

- CCA

ASTM E1221

KIa

- ESSO
- 2중 인장법

WES

Kca

균열을 완전히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조건
인 인장응력은 외적하중과 용접잔류응력에 의해 발생한
다. 용접잔류응력은 응력제거법(SR)에 의해 어느 정도
는 제거할 수 있으나, 외적하중에 의해 인장응력은 감소
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 세 번째
조건인 노치인성은 모재와 용접부에 대해 파괴인성 평
가법에 의해 평가해야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
떠한 조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구조물의 중
요성과 용도에 맞는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가지
조건을 적절히 관리해야한다.

3. 파괴인성과 역학적 지배인자
파괴역학적 파괴인성을 파괴의 각 단계별로(발생, 전
2-7)

파, 정지)에 정리하여 표. 2

ASTM E813

열선단 근방에 발생하는 3축응력상태의 존재이다. 그러
한 3축응력상태는 재료를 구속하여 변형을 발생하지 못
하게 하여 균열선단근방의 응력을 크게 하여 그 결과
취성파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한다. 구속조건을 지배하는
것은 두께, 노치형상, 하중작용상태 등이다. 시험편의 두
께를 감소시키면 본래 평탄한 파면을 가진 시험편이 먼
저 표면근방에 전단파면이 발생하고, 더욱 얇아지면 평
탄한 파면이 시험편 두께의 중심부에 약간 남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단파면이 된다. 그림 1과 같이 파면
이 평탄형으로부터 전단형으로 이용함에 따라 파괴 흡
수에너지는 크게 되고, 파괴인성 값도 크게 된다.
그림 2는 18% Ni강에 대한 시험편 형상, 특히 두께가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두께를 증가
함에 따라 연성파면율이 감소하고, Kc도 감소하다가 일

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파

괴특성에 따라서 다른 시험법이 사용되는데, 이들 중 대
형시험의 특징은 특히 용접구조부재와 같이 용접잔류응

노
치

[파면 ]

력, 제작오차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고려하기 힘든 인자
들을 포함한 실물에 가까운 상태의 부재에 대해 파괴인

벽개파면

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벽개파면

재료의 파괴인성은 측정에 사용하는 시험방법에 의해

벽개파면
전단파면

그 값이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구속조건, 노치선단의
영향, 노치비등의 역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단면 ]

이다. 여기서는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3.1 구속조건
취성파괴가 발생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중 하나는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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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두께

대

중

소
8)

그림 1 파면형태에 미치는 판두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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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방법
그림 4는 두께 25mm의 780MPa급 고장력강에 대한
Deep Notch시험, 3점굽힘시험 및 Compact시험에 의해
구한 CTOD의 온도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에 사

( )=%Shear area
平面歪

용한 모든 노치는 선단반경을 0.1mm 기계가공 했다. 저

100

온에서는 시험방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나, 대규모
항복상태가 되는 고온에서는 시험방법에 영향을 받았다.

0
20

10

0

30

40

시험편 두께(mm)

힘시험 값이 제일 작았고, 양측노치(SN), 중앙노치(CN)

그림 2 18% Ni강의 파괴인성에 미치는 시험편 두께의
영향
10
5

그런 고온영역에서는 3점굽힘시험과 Compact시험이 굽
은 노치선단의 구속조건이 부드러워짐에 따라 CTOD
값은 크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3.4 노치비

B=100mm
W=200mm
A=100mm

no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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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O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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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노치길이와 시험편폭의 비(a/W)를 변화시

0.5

CTOD, mm

0.1

0.05

0.01

0.1

Deep notch(CN)

0.05

-140 -100

-60

-20

20

60

Deep notch(CN)
Three point bend

Temperature, ℃

Compact

그림 3 CTOD에 미치는 노치형상의 영향
0.01
-200

정한 값을 가진다. 이것이 평면변형 파괴인성 KIC이다.

-150

-100

-50

0

Temperature, ℃

그림 3은 두께 100mm 연강에 대해 3점 굽힘시험시
노치형상이 CTOD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노
치는 피로균열노치와 선단반경 0.1mm로 기계 가공한
노치, 2종류이다. 노치가 날카로운 것의 CTOD의 온도
의존성 곡선이 고온측으로 이동하고, 그 경우 이동량은
약 30°이다. 그림 중에 피로균열에 대한 CTOD-온도곡
선은 기계노치에 대한 CTOD로부터 available CTOD δa
를 구한 것이다. 그 평가방법은 통상 구한 CTOD는 파
괴에 영향을 주지 않은 CTOD와 직접파괴에 영향을 주
는 available CTOD로 이루어지고, 전자는 기계가공노치
아래 부분의 변위이고, 노치선단에 형성되는 소성영역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정아래에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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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TOD에 미치는 실험방법의 영향
1

CTOD, mm

3.2 노치선단형상

0.1

a/W=0.5, W=50

0.01

a/W=0.48, W=25
a/W=0.28, W=25

0.001
-200

-100

0

Temperature, ℃

그림 5 CTOD에 미치는 노치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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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연강을 3점굽힘실험에 의해 구한 CTOD의 온도의존

를 가공한 대형 인장시험편을 인장한 상태에서 노치에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로부터 a/W=0.3~0.5에서는

쐐기를 박아 넣어 취성균열을 발생시켜 강재의 균열발

구한 파괴인성 값은 차이가 없다. 한편, 균열선단근방의

생 및 저지 능력을 조사하는 시험이다.

응력분포을 해석한 결과에서는 a/W=0.5에서 0.1로 됨에

그림 8은 용접이음부의 ESSO시험편 내에 전파하는

따라 응력은 저하하고, 실험에서도 a/W=0.1이 0.3보다

균열이 용접선으로부터 벗어난 거리의 최대값과 부하응

큰 CTOD 값을 가졌다. 일반적으로는 노치비가 파괴인

력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노치는 용접금속 및 용접열

성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온도에 의존하고, 상부영역에서

영향부에 설치하였으나, 취화부에 노치를 설치하는 경우

는 크고, 하부 및 그 근방의 천이온도에서는 작거나 거

에도 균열은 용접선으로부터 떨어져 전파하여, 인성이

의 영향이 없다(그림 6).

약한 부분으로 전파하지 않았다. 또 균열전파경로와 용
접선으로 부터 거리의 최대값은 부하응력이 작을수록

3.5 용접잔류응력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용접잔류응

용접구조물의 취성파괴의 발생기점으로 매우 중요한
곳은 용접이음부이다. 잔류응력제거(SR)를 실시하지
않은 용접이음부는 필연적으로 용접잔류응력이 존재한
다. 이러한 용접구조물의 균열정지실험은 그림 7과 같

력은 취성균열의 전파경로에 큰 영향을 주고, 취성균열
을 용접선으로부터 모재측으로 벗어나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용접구조물 내의 취성균열전
파정지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은 ESSO실험을 실시한다. ESSO실험은9) 대형취성파

4. 마 무 리

괴시험의 일종으로 그림과 같이 시험편 한 쪽면에 노치

최근,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1300TEU 이상)에 따라
서 가장 강도를 크게 받는 H/C (Hatch Coaming)부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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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파괴진선(J적분)에 미치는 노치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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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SSO 실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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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SSO 실험에 의한 부하응력, 전파균열과 용접선의
거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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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발생원인을 모두 제거 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선박을 비롯한 용접구조물에서 용
도에 맞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강재의 극후
판화와 대입열에 의한 용접에 의해서 용접구조물의 파
괴인성의 문제들은 모재 뿐만아니라 용접금속을 포함하
여 함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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