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Journal of KWJS, Vol. 27, No. 1, February, 2009

34

라인 이  강재의 개발동향  용 성

송 우 ․서 동 한․유 장 용

Development Trend of Linepipe Steel and It’s Weldability 

Woo-Hyun Song, Dong-Han Seo and Jang-Yong Yoo

1. 서    론

  최근, 속하게 증가하는 원유와 가스의 소비에 따라 

공 이 부족하게 되고 소비지로부터 원거리의 자원개발

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이들의 운송을 한 

수백~수천km 길이의 이 라인이 세계 곳곳에서 건설

되고 있다. 특히, 운송효율이 높은 경제 인 수송을 

해서는 구경의 이 , 고압 수송압력이 요구되어 강

재의 고강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1-2).

  최근 알래스카와 같은 한랭지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수송을 한 이 라인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 온 인

성이 우수한 강의 수요가 증하게 되었으며, 새로이 개

발되는 유 의 깊이가 깊어지고 심해 에 치하게 될 

경우, 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극후물 강재가 요구되고 

있다3). 한, 동지방의 원유와 같이 H2S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수소유기균열 (Hydro induced 

cracking, HIC)과 황화물 응력부식균열 (Sulfide stress 

corrosion cracking, SSCC)에 한 우수한 항성이 요

구되고 있다4). 2000년  이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형기 설계(Strain based design) 강재의 경우 지진

나 불연속 동토지역에 건설되는 이 라인은 지반의 

이동에 의한 이 의 변형이 발생되므로, 이  길이

방향의 압축 는 인장시 변형에 견딜 수 있는 고변형

성능이 요구된다5). 이와 같이 라인 이  강재에 요구

되는 기계 , 화학  특성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다6-7).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라인 이 용 

강재를 공 하기 해서 철강 제조사들은 지난 30여년

간 제강공정에서의 불순물 감소, 개재물  편석 감기

술 그리고 고강도․고인성 강재생산을 한 가공열처리 

기술 등 꾸 한 기술개발을 거듭한 결과, 재, 항복강

도(Yield strength) 120ksi 의 고강도, 고성능의 라이

이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8).

  라인 이  강재의 고성능화에 더불어 강재의 요구특

성을 만족시키기 해 이  용 부에 요구되는 물성

수 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 으로 고강도의 강재제조를 

해서는 다량의 합 원소가 첨가되거나 TMCP와 같은 

가공 열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과도한 

사용시 용 부 강도  인성이 크게 하될 우려가 있

다. 한, 용 부의 특성은 모재 뿐만 아니라 용 재료, 

용 시공기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 으로 용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 수 이 요구된다. 라인 이

에서의 용 은 크게 이  조 을 해서 필요한 seam

용  로세스로서 SAW(Submerged Arc Welding)와 이

라인 건설시 이 간의 용 을 한 girth용  로

세스로서 SMAW(Shielded Metal Arc Welding)  

GMAW(Gas Metal Arc Welding)가 용된다. 하지만, 

SAW은 일반 으로 입열량이 큰 반면에 GMAW은 상

으로 낮은 입열량이 요구되는 등 다양한 용 로세

스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한 용 재료  용

조건의 선정이 필수 이며 이를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후 제품에서의 라인 이  강재

의 개발동향  주요 철강사에서의 강재개발 사례를 소

개하고 이에 따른 용 로세스 변화  용 부에서 요

구되는 특성을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POSCO에서의 

강재개발 황과 강재  용 부의 특성을 소개하 다.

2. 라인 이  강재 시장 황

   세계에 걸쳐서 이 라인 건설 로젝트는 범

하게 실시 는 계획 에 있다. 그  주요 몇가지 

사례를 지역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극동 지역에서는 국  러시아를 심으로 규모 

로젝트가 진행 으로 고강도 라인 이  강재의 수

요는 속히 증가할 망이다. 국에서는 서쪽의 타림 

분지로부터 상하이로 연결되는 길이 4,200㎞의 서기동수 

이 라인 로젝트가 1차 라인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특집 : 최근 용 구조용강의 발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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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Tensile Properties (MPa)

vE-30℃ DWTT(-20℃)
Hardness

(HV10)YP(T) YP(L) TS YR(%) EL(%)

X70
515~

615

500~

600

570~

680
≤92 21≤ Avg. 150J Avg. SA≥85% ≤240

Table 2 Requirements for tensile properties of pipes according to the API Specification 

Pipe grade 
YS

(MPa)

TS

(MPa)
Pipe grade

YS

(MPa)

TS

(MPa)

X60 ≥415 ≥520 X80 ≥555 ≥625

X65 ≥450 ≥535 X100 ≥690 ≥760

X70 ≥485 ≥570 X120 ≥830 ≥915

Table 1 Specification for Nord stream pipeline project

Fig. 1 Nord stream pipeline project

있으며, 향후에도 2차 라인건설이 2015년까지 수천 km

의 이 라인을 건설할 정이다
9)
. 러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Yamal 로젝트  Nord 

Stream 로젝트가 건설 에 있다
10-11)

. 이  Nord 

stream 로젝트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러시아

의 Vyborg와 독일의 Greifswald를 연결하는 해  이

라인으로 총길이가 1,198km에 이르며 2012년 완공

정이다. 사용되는 강재와 요구물성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해 이 라인을 고려하여 강재의 두께는 

26.8~41mm에 이르는 두꺼운 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제까지는 이들 로젝트에 주로  X70 강재가 사용되

어 왔으나, 향후 강도가 높은 X80강을 량 채용할 계

획이다. 북미 륙의 이 라인의 부분은 X70 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X80 의 강재도 상당수 용된 바 있

다. 유럽에서는 1982년에 Schluchtem에서 Werne까지의 

250km 구간이 X80강으로 건설된 이후 여러 로젝트에 

X80강이 사용되고 있다
12)
.

  천연가스를 알래스카에서 미국 주요도시인 시카고나 

LA 등으로 수송하는 형 이 라인 로젝트가 1990

년  말부터 구상 에 있으며 법률 제정  환경단체 

허가 등의 단계에 있다. 이  알래스카 가스 이 라

인 로젝트에는 X80, X100 강재가 주로 사용되며 극

온 인성과 고변형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한, 일부 구

간에서는 X120 강재의 용이 이루어질 망이다
13)
.

3. 라인 이  강재의 규격  요구동향

  라인 이 용 강재는 주로 미국석유 회인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규격을 따른다. 강재의 항복강도 

수 에 따라 API-X52, X60, X65, X70, X80, X100 등으

로 나뉘는데, 이 때, X는 원유/Gas 수송 의 약호이며, 

마지막의 두 자리 숫자는 ksi단  (klb/in2)로 나타낸 

이 의 항복강도 수 을 나타낸다. Table 2에 API규격

에 따른 주요 강재의 강도수 을 나타내었다
14)
.

  라인 이  강재의 요구 동향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1) 고강도, 극후물화: 원유․가스의 원격지 수송시 시

공비 감  수송 압력 증 에 의한 효율성 제고로 고

강도강이 요구되고, 심해  건설에 따라 극후물재의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 

  2) 온인성 향상: 기후조건이 열악한 시베리아의 유

 개발 등 한랭지 유  개발에 따라 강재의 온인성 

요구조건이 강화되어, 기존 0°C 이나 -10°C 보증에서 

최근에는 -20, -40°C 보증의 강재를 요구하고 있다. 

  3) 우수한 내부식 특성: 악조건 지역의 유   가스

의 개발로 인한 원유 나 가스내에 유황 성분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Oil 매장량이 세계의 65%, 세계 

수출물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동 유 /가스 의 

Sour 가스 이 라인의 길이가 증가하고 있어 내부식 

강재의 사용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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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nd of Developing the high strength line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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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길이방향의 우수한 변형성능: 기존에는 가스

나 오일에 의한 압력, 즉 이 의 수직방향에 한 응

력 항성만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용 환경이 지진  

 극한지로 감에 따라 이  길이 방향에서의 우수한 

변형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길이 방향에서

의 항복비와 균일연신율이 우수한 강재의 개발이 필요

하다.

4. 라인 이 강재의 개발 동향

  라인 이 강재의 요구성능에 따라 고강도 강재, 심해

용 극후물 강재, 온인성용 강재, 내 부식용강재, 고

변형능 강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개발 동향을 알아보고 각 강재의 특성에 해서 소개하

고자 한다.

4.1 고강도․고인성 강재 개발 동향

  라인 이  강재는 수송압력의 증가에 의한 수송효율

의 향상, 박육화에 의한 원주용 작업의 효율화의 

으로부터 사용되는 강재의 고강도․고인성화가 요구되

고 있다15).

  Fig. 2는 연도별 고강도 라인 이 강 개발  사용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8)
.

  재까지도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API X65  

X70  라인 이  강재가 1960년  개발된 이후 각 연

도별로 차 으로 강재의 강도가 증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연도별 개발 추세보다 상당히 빠르게 고강도 

강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 

API X100  라인 이  강재의 개발은 일본  유럽제

철소에서는 90년  말에 완료된 상황이며 2002년 7월에 

JFE는 Trans Canada 라인에 용 평가 에 있으며, 

’05, ’06년에 시험 용이 확 되었다. API X120  강은 

Exxon-Mobil과 NSC가 공동으로 2003년 5월에 양산개

발에 성공하여 2004년 4월에 알래스카에 시범 라인을 

건설하 다. 

  이와 같은 강재의 고강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의 안 성 측면에서 보다 높은 온인성값을 요구하고 

있다16). 고강도  고인성의 강재는 모재의 미세조직 제

어에 의해 실  가능하며, 인성향상을 해서는 엄격한 

제강 성분 범  리, 개재물 감기술  온에서 상

변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형 제어, 고도의 가속냉

각 기술 등이 요시된다. 

  4.1.1 강재의 미세조직학  특성

  라인 이  강재는 강도 향상과 더불어 우수한 용 부 

특성을 얻기 해 합 성분첨가를 최소화하고 속냉각

에 의해 강제를 제조하는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led Process)에 의해 제조된다. 이 때 냉각속도 

 온도 제어에 의한 상변태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Fig. 3은 상변태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강도의 상

계를 나타낸 것이다. 상변태 온도가 650℃ 이하에서는 

베이나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400℃ 이하의 온도에서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얻어짐을 알 수 있다. 한, 미세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강재의 인장강도는 직선 으로 

증가하며 인장강도가 760MPa이상인 X100  강재에서

는 베이나이트조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

재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재료의 특성은 일반 으로 감

소하지만 라인 이  강재의 요구되는 충격에 지는 

이 라인의 안 성으로 고려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

을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는 강재의 합 성분  제조방법의 최 화에 의해 기지

조직 뿐만 아니라 제2상의 형상 는 분율 제어가 상당

히 요하다. Fig. 4에서는 강도 수 에 따른 라인 이

강재의 일반 인 미세조직과 제조하는 방법 등을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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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n Mo Ti B Pcm

Plate

0.041 1.93 0.32 0.020 0.0012 Others 0.21

0.036 1.96 0.34 0.017 0.0012 Others 0.21

C Si Mn Ni Mo Cr Pcm

OW 0.05 0.23 1.63 2.2 0.92 1 0.31

IW 0.05 0.18 1.69 2.6 0.98 1.1 0.32

OW:Outside weld. IW : Inside weld

Table 4 Example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X120 pipes

Tensile test*1
Trans-

weld

Charpy V-notch B-DWTT

Circumferential Longitudinal J(average of 3 specimens) Shear Area(%)

YS

(MPa)

TS

(MPa)

E1*
2

(%)

YS/TS

(%)

YS

(MPa)

TS

(MPa)

E1

(%)

YS/TS

(%)

TS

(MPa)

Base

metal

Weld

metal

FL+

1mm*
3

FL+

2mm*
3

Base

metal

Pipe 1 897 974 25 92 905 938 27 96 941
0℃ 287 200 228 249 0℃ 64.65

-30℃ 287 178 126 172 -20℃ 62.59

Pipe 1 920 1,017 24 90 911 981 23 93 988
0℃ 287 172 156 226 0℃ 88.81

-30℃ 290 167 43 106 -20℃ 90.79 

*
1
 API strap specimen, *

2
 Elongation, *

3 
Distance from the intersection of the SAW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X120 plate and seam weld

X120

S
tr

e
n
g
th

API Grade

X100

X80

X70

X60

Increasing 
Grain refinement

Ferrite +Pearlite
(0.15C,~30% Pearlite)

Acicular Ferrite+Pearlite
(0.12C,<15% Pearlite)

Acicular Ferrite+Bainite
(0.08C, Nb+Ti)

Bainite+Martensite
0.05C, Nb+Cr+Mo

Controlled rolling + 
Air Cooling

Controlled rolling + 
Controlled cooling

Controlled rolling + 
Accelerated cooling

Controlled rolling+
Intensified cooling

Toughness

Fig. 4 Manufacturing methods and microstructures of 

linepipe steels

하게 나타내었다
15)
. X60 에서는 등축(Polygonal)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미세조직을 가지며, X70 에서는 Polygonal 

페라이트보다 도가 높은 침상 페라이트(Acicular 

ferrite)가 도입이 되며, API X80 에서는 침상 페라이

트와 베이나이트가 주요한 미세조직이 되며 이 조직들

은 가속냉각제어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X100 강재에

서는 보다 온상인 베이나이트가 주종을 이루며 가속

냉각제어는 보다 더 가혹한 조건이 요구된다. 

ExxonMobil 과 NSC에서 상용화된 X120 강재의 경우

에는 하부 베이나이트 상이 기지조직으로 요구되어 진

다.

  4.1.2 X120강재의 개발 동향

  API X120강재는 1996년부터 미국의 에 지사인 

ExxonMobil과 일본의 철강사인 NSC가 공동으로 개발

을 착수하여 2003년에 용 성까지 확보하는 기술개발을 

완료한 강재이다. 이에 따라, 주로 ExxonMobil과 NSC

심으로 일본의 Sumitomo  JFE 등에서 개발 에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B첨가에 의해 경화능을 향상시켜 

하부 베이나이트(Lower Bainite)와 래스 마르텐사이트

(Lath Martensite)를 기지 조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인성에 악 향을 미치는 MA조직이나 탄화물 크기를 제

한하 다
17-22)

. 그 결과, 900MPa이상의 고강도를 확보함

과 동시에 -40℃에서 120J이상의 우수한 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Table 3은 신일본제철에서 개발한 API X120강재  

Seam용 속의 성분을 나타낸 것이고, 이  물성평

가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8). 이 의 강도는 목

표로 하는 SMYS를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고 모재

의 충격인성은 -30℃에서 280J을 상회하며, 천이온도

(DBTT)는 -50℃이하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용

부의 특성은 HAZ인성  CGHAZ(Coarsed grain 

HAZ)에 해당하는 fusion line+2mm의 치에서도 양호

한 충격인성을 나타내었으나, local brittle zone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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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fusion line+1mm의 치에서는 다소 낮은 값도 존

재하 다.

4.2 극후물 강재 개발 동향

  Fig. 5에서와 같이 멕시코 만이나 북극해 등 최근에는 

유 의 치가 심해 로 감에 따라 채굴환경이 매우 가

혹하게 된다. 심해 로 갈수록 수압이 매우 높아지게 되

고 이 에 가해지는 압력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 이

 강재는 Collapse에 한 높은 항성이 요구된다
23)
. 

이에 Fig. 6에서처럼 이  강재는 소구경화  후육화

가 필요하다. 독일 Dillinger 사에서 X70(두께:41mm) 

재를 개발하여 러시아 Vyksa에서 실조  양산조건을 

수립하여 향후 러시아의 Nord Stream 로젝트에 용

될 망이다24). 본 강재는 두꺼운 강재에서도 온인성

인 DWTT를 만족해야 하며 특히 조 후 Seam 용 시 

입열이 용되는데 이에 따른 용 부의 인성 하 방

지 기술이 매우 요하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강재

의 정한 합 설계나 제어압연이 필요하며, 용 부 인

성의 향상을 하여 한 용  비드와 입열량 제어

가 요하다. 

4.3 내 부식강재 개발 동향

  원유나 가스에 H2S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이

 강재는 내 부식성을 요구하게 된다. 수소 유기 균열

(HIC)에 의해 강재의 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강

재의 내부의 조 한 개재물 압연시 발생되는 밴드조직

이나 펄라이트 등이 균열의 발생 치가 된다. 수소의 유

기 균열의 방지를 해서는 온 경화상을 많이 생성하

는 탄소의 감이 필요하고 MnS의 감하고 CaS의 생

성을 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재까지는 X70 까지 

강재의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CO2에 

한 부식 항성도 요구되고 있으며 강재는 모재 자체

의 부식성능이 향상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Cr이 다

량 함유되어 있는 강재 등이 사용되고 있다. 

4.4 변형기 설계(Strain based design) 강재 
개발 동향

  일반 으로 라인 이  강재는 이  설계시 pipe내

의 gas나 Oil에 의한 내압(Hoop stress)만을 고려한 강

재로서 응력기 설계(Stress based design) 강재라고도 

한다. 그러나 원유나 가스의 채굴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짐에 따라 지진이나 동토지역에 이 라인의 건설시 

지반의 움직임에 하여 균일 변형능이 좋은 강재가 요

구되어 이  길이 방향으로의 변형능이 우수한 변형

기 설계(Strain based design) 강재가 개발되었다. 이 

강재는 기존의 응력기 설계 강재가 가지는 특성에 

pipe길이 방향의 소성변형능이 추가 으로 요구되는 강

재이다.

  재까지 용된 사례는 2006년 사할린 로젝트에서 

실 이 라인에 X65 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8년 쓰촨성에서 지진울 경험한 국에서는 

라인 이 의 내 지진성능이 요함을 알게 되었고, 

2009년부터 건설 정인 2차 West-East 이 라인건설

시 일부 건설구간에 변형기 설계 강재의 용을 검토

하고 있다. 특히, 단층지 를 통과하는 내륙의 이 라

인에서 고변형능 X80 이 용될 망이다. 

  한편, 2011년 이후 건설 정인 알래스카 가스 이

라인 로젝트는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앨버타를 연결하

는 구간  앨버타와 미국의 시카고를 연결하는 구간으

로 총 3500여마일에 걸친 장거리 가스 이  라인이다. 

이 구간  알래스카와 앨버타를 연결하는 구간은 구 

는 간헐 동토지역으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지반자체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변형기

 설계강재가 사용될 정이다. 이와 같은 변형기 설

계 강재에서 요구되는 주요특성으로는 이  길이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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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좌굴변형능과 이 의 내식코 에 수반되는 

200~250℃ 가열에 따른 변형시효(strain aging) 상에 

의해 항복  강하 상 발생과 항복비 증가로 인한 소

성변형능 감 해결이 건이다. 이  코 시 소성변

형능 하 문제를 해결한 변형기 설계 X80  X100강

재가 일본 고로사를 심으로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15)
.

  4.4.1 강재 요구 특성

  이 의 고변형성능을 얻기 한 평가 지표로서 압

축좌굴변형률이 주로 사용된다. 압축좌굴변형률은 강

의 변형시 좌굴이 발생하기 까지의 변형률을 말하며, 

강재의 균일연신율, 가공경화지수(n), 연속항복거동,  

항복비(Y/R) 등에 의존한다. 즉, 압축좌굴변형률은 강재

가 불연속항복거동을 가질 경우 감소하며, 가공경화지수

(n)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한 항복비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이 의 내압이 작용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 

  한, 이와 같은 압축좌굴변형률은 변형시효(Strain 

Aging)에 의해 변화하는데, 이 때 변형시효란 이 는 

일반 으로 부식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표면을 코 처

리하게 된다. 이 때 최근 가장 리 사용되는 FBE 

(Fused Bonded Epoxy)코 법은 Epoxy 코 재를 이

 표면에 도포후 이 를 약 250℃에 5분간 가열하게 

되는데, 이 때 이 내 탄소원자가 에 고착되어 코

에 연속항복거동을 보이던 이 가 코 후에 불연

속항복거동을 나타내게 되고 항복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이 의 좌굴변형률이 감소되는 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Strain aging에 한 

항성이 높아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합 원소

의 첨가에 의해 미세조직을 제어하여 가동 의 증식, 

Free 탄소량 감소  코 온도 하 등의 방법이 있다
25).

  4.4.2 고변형능 X100강재의 개발 사례

  JFE에서는 Fig. 7에서 나타낸 것처럼 변형시효 효과

를 최소화시키기 해 HOP(Heat treatment Online 

Process)를 사용하여 강재를 가속냉각후 Induction coil

에 의해 속가열시켜 미세조직내 MA형성에 의해 가동

의 회복이 진시키고 확산가능한 탄소는 탄화물의 

형성으로 그 양을 다26). 의 회복으로 베이나이

트상의 연화가 유발되지만, MA형성으로 변형시효에 

한 항성과 함께 고강도와 고변형능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Fig. 8은 JFE에서 개발한 변형기  설계 강재의 

TEM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고착 도가 HOP

로세스에 의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 Fig. 9에서

와 같이 일반공정으로 제조된 강보다 HOP 로세스에

서 제조된 강의 경우가 항복강도 상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Fig. 10에서처럼 X80, X100 이 에서 

코 후에도 압축좌굴변형률이 1.0 이상의 우수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UOE 조 에 의하여 제조된 이 의 크기와 기계  

성질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이 의 값들은 모두 

연속항복거동을 보 고 이  길이방향 항복비의 경우 

모두 80%이하 다. 

  한편 NSC에서는 TMCP 로세스로 제조된 페라이트 

베이나이트의 이상 조직강으로 SBD X80 강재를 개발

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X100  강에서는 Cr 다

량 첨가로 Strain aging 상을 억제하여 우수한 고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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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tion Tensile properties
1) Impact 

properties

OD

(mm)

WT

(mm)
D/T

YS

(MPa)

TS

(MPa)

Y/T

(%)

n vE-10

(J)

vTrs

(℃)

X80

762 15.6 49 532 702 76 0.12 271 -98

1016 17.5 58 581 734 79 0.14 264 -105

1)Longitudinal direction

Table 5 Tensile Properties of X80 linepipe newly developed

능 강재를 개발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27).

5. 라인 이 의 용 방법

  이 라인을 건설하기 한 용 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seam용 과, girth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용 기술은 용 품질을 하시키지 않고 용 효율

성을 높여 원가 감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

으로 개선, 발 되고 있다. 

  Seam용 은 이 를 만들기 하여 사용하는 소재

의 종류  조 방법에 따라 용 방법도 다르게 용되

고 있으며, girth용  한 수동과 자동용 법의 용에 

따라 용되는 용 방법이 다르다.

  이  조 방법은 소재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는데, 

재형태의 소재는 UOE(U-ing, O-ing, Expansion), R/B 

(Roll Bending), JCO(J-ing, C-ing, O-ing)조 법 등이 

용되고, 코일 형태의 소재는 spiral 조 법과 ERW 

(Electric Resistance Welding)조 법 등이 용된다. 이

게 조 된 이 는 seam용 을 실시하기 에 조

된 이  형상을 유지하기 해 tack용 을 GMAW법

에 의해 입열량으로 실시한 후 seam용 이 이루어지

며, 재 형태의 seam용 은 SAW (Submerged Arc 

Welding)법이, 코일 형태는 ERW (Electric Resistance 

Welding)법이 주로 용되고, 코일 형태  spiral조

시에는 SAW법이 용된다. 각각의 조 법에 한 간략

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Spiral 조 법: 코일형상의 소재를 나선형으로 감으면

서 조 하는 방법

- Roll Bending 조 법: 일반 으로 3개의 roll에 의해

서 재를 원형으로 조 하는 방법

- UOE 조 법: 재를 스성형에 의해 “U”형, “O”

형으로 성형한 후 조 용 을 실시하고 최종 으로 

확 (Expansion)을 하는 조 방법

- JCOE 조 법: 재를 나이 (knife)로 연속 으로 타

격하여 차 원형으로 조 하는 방법

- ERW(Electric Resistance Welding)법: 코일형상의 소

재를 사용하여 cage forming에 의해 연속 인 원형으

로 조 한 후 고주 에 의한 기 항 용 법으로 소

재를 합시키는 방법으로, 가열방식에 따라서 고주

 유도 용 법(High frequency induction coil 

heating)과 고주  항 용 법(High frequency 

resistance heating)으 구분된다.

5.1 Seam 용 기술 동향

  ERW조 법을 제외한 seam용 기술은 SAW(Sub- 

merged Arc Welding)법이 용되며 용 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다 극화․고속화되고 있다. SAW를 

용하여 고속용 을 하기 해서는 내/외면에 각각 1 

pass씩 용 되는 비드의 정한 용입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다 극 SAW법에서는 선행 극은 용입

깊이를 증가시키기 해 DC 원을 사용하며 나머지 후

행 극은 용착량을 증가시키기 해 AC 원을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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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 steel New steal

200nm 

Fig. 11 Comparison of prior austenite microstructure of 

Ti-O steel and Mg oxide steel

이 일반 이다
28)
. 재 다 극 SAW용 기술은 발 을 

거듭하여 6 극 SAW까지 상용화되고 있으며 강재의 

두께 10mm를 기 으로 하 을 때 4 극 SAW에 비해 

약 1.7배의 용 속도 증가효과을 얻을 수 있다
29)
.

5.2 Seam 용 부 요구특성

  라인 이  강재의 고강도 고인성화와 더불어 이

의 강도확보를 해 seam용 부는 강재보다 높은 강도

확보가 필요하며 더불어 온에서 우수한 충격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한 고강도/고인성의 용 재료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한, 합 성분이 낮은 TMCP강재의 

특성상 용 열에 의한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의 연화 상  HAZ인성 하는 필연 인 문제

으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고강도/고인성의 용 속부, 

HAZ 연화 억제  인성향상을 한 많은 연구가 행해

지고 있다.

  5.2.1 고강도․고인성 용 속

  지 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X80이하의 강도 에

서는 용 속에 Ti, Nb, B 등의 합 원소 첨가에 의해 

생성된 미세한 침상페라이트(Acicular ferrite)에 의하 

정강도 확보 뿐만 아니라 인성 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30)
. 하지만, X100이상의 고강도 강재의 용 부에서

는 기존의 침상페라이트만으로는 강도 확보가 불가능하

며 기존의 침상페라이트 조직과 강도확보를 한 마르

텐사이트(Martensite)나 베이나이트(Bainite) 조직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31-32)

. 한, 용 속내의 산소함량은 

용 속의 인성에 큰 향을 미치며, 특히, 다 극 

SAW와 같은 고속용 시에는 용 속내에 다량의 산

소가 포함되어 인성을 감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해

서는 SAW용 시 고염기성의 럭스(Flux)를 사용하거

나 Ti, B 등과 같은 원소의 한 첨가로 인해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소결형 럭스(Bonded flux)보

다는 흡습성이 낮은 용융형 럭스(Fused flux)사용시 

고속용 시에도 산소함량을 감시키는 데 효과 이다.

  5.2.2 HAZ연화 억제

  TMCP에 의해 제조된 라인 이 강재는 강제냉각에 

의한 변태강화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고강도화되고 

용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용 열 향부의 강도가 모재

보다 낮아지는 연화 상이 심각하게 되어 문제가 된다. 

특히, X100이상의 고강도강의 seam용 부는 이러한 연

화 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한 책이 필요하

다.

  HAZ연화 상을 감시키기 한 방법으로는 입열

용 을 해 Groove각도를 좁게한 NG(Narrow gap) 

SAW법이 부터 개발되어 왔으나 용 시 슬래그의 

박리성 감에 의한 용 부 품질  작업효율 하 등

의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33-34)

. 따라서, 용 시 정 

입열량 선정  극간의 거리 조정 등에 의한 용 조

건 최 화 그리고 고강도 용 재료 사용에 의한 한 

용 부 이음부 설계 는 강재에서의 경화성 원소 활용 

등이 요구된다
35)
.

  5.2.3 HAZ인성 향상

  라인 이  강재는 조 후 용 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열, 랭의 열 사이클로 인해 HAZ가 형성되고, 

fusion line 근방의 CGHAZ(Coarsed Grain HAZ)에서의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성장하고 2차상 는 입자들

의 고용/석출  잔류응력의 발생으로 충격인성이 하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는 강재내 TiN과 같

은 미세 석출물을 이용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나, 이들 

석출물은 용 에 의해 강재가 1400℃이상으로 가열되면 

재고용되어 결정립 성장 억제효과가 떨어지게된다. 최근

에는 다양한 산화물을 이용한 oxide metallurgy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 기술은 HAZ의 구오스테나이트 결정

립 성장을 억제하기 해서 고온에서 안정한 산화물들

을 이용하며, 주로 사용되는 효과 인 비 속 산화물은 

VN, MnS, Ti, Al 산화물 등이 있다. 이  Ti, Al, Mg

등을 이요한 산화물은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변태시 

오스테나이트 입내에서 페라이트를 핵생성시키는 능력

이 뛰어나고, 미세한 침상페라이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라인 이 강재와 같은 탄소강의 페라이트 불균일 핵

생성 site로 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36-40)

. Fig. 11은 

Ti-O강재와 Mg산화물을 함유한 강재의 구오스테나이

트 결정립 크기를 비교한 사진이다. 평균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Ti-O강재의 경우 500µm, Mg산화물 함

유 강재는 200µm이하로서 Mg산화물 첨가에 의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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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em torch Dual torch Dual Tandem torch

Schematic diagram

1 power source,

2 electrodes

2 power source,

1 electrodes

2 power source,

2 electrodes

Photo

Fig. 12 Newly developed Girth welding machines

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1-42)

.

  HAZ인성을 감시키는 요인으로서 내면 용 후 외면

용 시의 열 사이클에 의한 LBZ (Local Brittle Zone)생

성을 들 수 있다. LBZ는 내면용 에 의해 형성된 

CGHAZ에 외면용 시 재가열에 의해 ICCGHAZ (Inter 

Critical Coarsed Grain HAZ)가 생성되고 이 역의 구

오스테나이트 입계에 MA(Martensite- Austenite 

Constituent)가 생성됨으로 인하여 인성을 하시키는 

것이다43). 이와 같은 MA형성을 감시키기 해서는 

강재내의 C, Si  Nb함량을 감시키고, 합 성분 감

소로 인한 강도감소는 정량의 Mo, V, Ti 등의 합

원소 첨가에 의해 확보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44), 

MA의 크기가 미세할 경우는 충격인성에 미치는 향이 

어 MA의 크기제어를 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45-46).

5.3 Girth 용 기술 동향

  이 라인의 성능  건설비용에서 지 용 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girth용 의 

비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irth용 은 자세

용 으로서 부분 편면으로부터 완 용입이 요구되며, 

하나의 용 이음부별로 용 이 이 진다는 특수성 때문

에 다른 분야에 비해 자동화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

한 girth용 은 종래부터 주로 고셀룰로우즈계 용 을 

이용한 SMAW(Shielded Metal Arc Welding)에 의해 진

행되어 왔지만 용 부의 온균열 발생  열의 필요

성 때문에 작업성이 떨어지는 수소계 용 을 사용

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효율화를 해 고

속으로 자동용 이 가능한 GMAW (Gas Metal Arc 

Welding)의 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한 고속 용

설비의 개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ig. 12는 

최근에 개발된 GMAW용 장비를 나타낸 것이다
47)
. 일

반 인 single torch에 비해 용착효율이 우수한 1 의 

용 원에 2개의 극을 장착한 tandem torch, 2개의 

torch를 장착한 dual torch  2 의 원에 각각 2개의 

극을 장착한 dual tandem torch가 개발되었으며, dual 

torch는 single torch에 비해 약 1.4배정도의 용착효율

(kg/hr)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

비의 개발은 girth용 에 있어 fill pass의 수를 임으

로서 경비 감에 매우 효과 이다.

5.4 Girth용 부 요구특성

  Girth용 부는 강재에 합한 인장강도, 충격인성 등 

기본 인 특성을 가져야 하고, root pass에서의 우수한 

용 균열 감수성, 고효율 용 성 등이 요구된다.

  Girth용 부에서도 seam용 부와 동일하게 강도와 인

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해서는 혼합조직이 필요하다. 

Fig. 13은 X120강재를 사용하여 GMA용 을 실시하여 

얻어진 비드단면과 용 속내의 미세조직을 TEM으로 

촬 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용 속내 Zr첨가시 입

계 pinning효과에 의해 결정립계가 미세화되고, 침상페

라이트의 핵생성 사이트로 작용하여 AFIM (Acicular 

Ferrite Interspersed in Martensite)조직을 생성시켜 용

속의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48)
.

  최근에는 변형기 설계 강재의 등장에 따라서 girth용

부의 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라인의 압

축이나 인장과 같은 변형시 girth용 부의 강도부족  

HAZ연화에 의해 용 부에 국부 인 응력집 시 심각한 

험을 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는 

girth용 부의 항복강도를 기존의 이 라인보다 높은 

항복강도를 요구한다. Fig. 14는 용 부 overmatch율(모

재 항복강도에 한 용 부 항복강도의 비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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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crostructure of welded joint 

Zr-Oxide

AF

(b) TEM image in weld metal

 Fig. 13  Microstructure of Girth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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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hange of Equivalent plastic strain with 

overmatch ratio of welded joint

(a) Laser/SAW welded assembly

 (b) Conventional SAW weld

Fig. 15 Macrostructures of seam welded joints

이 의 한계변형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49). 용 부

의 항복강도가 증가할수록 이 의 한계변형율은 증가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 부의 항복강도가 무 높

을 경우에는 용 부 인성 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overmatch율로서 약 15%를 요구하고 있다50). 이 수

치는 X100강재(YS≥690MPa)를 기 으로 하 을 경우, 

girth용 부 항복강도가 약 830MPa이상을 요구하는 것

으로 상당한 고강도의 용 재료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girth용 부의 HAZ연화를 억제하기 해서

는 seam용 과 동일하게 입열용 을 한 고속용  

로세스 개발이 필요하다
51)
.

5.5 최신 라인 이  용 기술

  최근 라인 이  용 기술에 있어 연구동향은 주로 

강재의 물성을 극 화할 수 있는 용 로세스 개발로

서 주로 입열용 방법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seam용   girth용 에 있어 

최근 연구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Seam용 에 있어 강재의 후육화에 따라 용 입열량

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입열용 을 해서 

기존의 seam용  로세스인 SAW 로세스를 피해 

입열용 이 가능한 laser용 의 용이 검토되고 있

다. Fig. 15는 laser용 과 SAW를 용한 seam용 부

와 기존의 SAW만을 용한 seam용 부의 비드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유럽의 강 사인 Europipe에서 시도된 

기술로서 일반 인 seam용  로세스에서 가 용

(tack welding)을 기존의 GMAW법이 아닌 laser를 이

용한 사례이다
52)
. X60 강재(두께: 20mm)에 해 laser

로서 가 용 을 실시할 경우, 국부 인 용입이 가능하

여 가 용  이후 SAW에 의해 채워야 하는 용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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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Girth welding equipment using fiber laser

Pipe Spindle head track

Pipe clamp

Spindle 
head

Lifting Frame

Fig. 17 FSW equipment for girth welding 

API Grade

X65 X70 X80 X100 X120

Stress based design ● ● ● ■ ▲

Sour service ● ▲ - - -

Strain based design - - ▲ ▲ -

 ●:상업생산완료, ■: 강 평가 완료, ▲:소재개발 완료

Table 6 Development status of linepipe steel in POSCO

을 일 수 있어 입열량의 감이 가능하다. 그 결과,  

HAZ의 충격인성이 약 60배 향상된 효과를 얻을 수 있

었다. 

  Girth용 에 있어서는 최근 용 분야에서 이슈로 

두 되고 있는 laser용   FSW 로세스의 용이 검

토되고 있다
53-54)

.

  Fig. 16은 빔 품질이 우수한 fiber laser를 이용하여 

X70 이 (두께: 11.2mm)를 girth용 하는 모습을 나

타낸 것이다
55)
. laser 출력을 10.2kW, 용 속도 

2.2m/min으로 용 한 결과 양호한 비드 단면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laser를 girth용 에 용할 경우 얻

을 수 있는 장 은 아래와 같다.

 - 1 pass로 고효율 용 이 가능하여 시공시간 단축 

 - 70%의 용 인력 감 

 - 90%의 용 재료 사용량 감 

한, 본 기술은 개발을 거듭하여 이미 상용화단계까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있다
56)
.

  Fig. 17은 girth용 을 한 FSW장치를 나타낸 것이

다
55)
. PCBN툴을 사용하여 500~600rpm의 툴 회 속도로 

100~150mm/min의 용 속도로 용 한 결과, 툴의 회

에 의해 용 부의 조직이 미세화되어 인장강도  충격

인성이 모재보다 높은 양호한 용 부를 얻을 수 있었다.

6. POSCO에서의 라인 이 용 강재 개발 황

  POSCO에서는 1970년  반부터 라인 이 용 강재

개발을 시작하여 80년  까지 가장 활발한 개발활동

을 하 으나 본격 인 상업생산을 한 조업기술의 부

족과 설비 인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80년 에는 련

설비의 보강과 제조기술의 정착을 해 집 인 노력

을 기울인 결과, 90년 에는 70kg/mm
2

 이상 고강도

강 개발과 형 이 라인 로젝트건설에 필요한 강

재를 본격 으로 공 할 수 있었다
56)
.

  Table 6은 API규격별 강재개발 황을 나타낸 것으

로 재 POSCO에서는 극한지용 강재는 API X80, 

X100  X120의 후 제품을 개발완료 하 으며 양산을 

한 비 에 있다
57)
. 내Sour보증용 강재의 경우 API 

X70을 소개개발을 완료하 으며
56)
, 변형기  설계 강재

의 경우, API X80, X100 후 재를 최근 소재개발 완료

하 고 강 평가 에 있다
58)
. 이 들  최근에 개발된 

라인 이 용 강재에 해서 강재  용 부 특성에 

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Table 7과 Table 8은 극한지 용 고강도 라인 이

강재 API X80~X120까지의 합 성분과 기계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57). POSCO가 개발한 라인 이  강재는 

요구하는 spec을 상회하는 우수한 물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Table 9는 API-X80강재를 이용한 seam용 부 

 girth용 부의 기계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58). seam

용 은 3 극 SAW를 사용하여 입열량 40kJ/cm으로 용

하 으며, girth용 은 입열량 12kJ/cm으로 Ar가스와 

CO2가스비율을 8:2로 혼합한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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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C Si Mn P S Others Ceq

X80 0.05~0.07 0.25 ≤1.8 ≤0.01 ≤0.001 Mo,Ni,Cu,

Ti, Nb, V

0.42~0.44

X100 0.05~0.07 0.25 ≤2.0 ≤0.01 ≤0.001 0.46~0.48

X120 ≤0.05 0.15 ≤2.0 ≤0.01 ≤0.001
Cr, Mo,Ni,Cu,

Ti, Nb, V, B
0.52~0.58

Table 8 Tensile properties of X80, X100 and X120 pipes (transverse direction)

Plate grade 
YS

(MPa)

TS

(MPa)

DWTT SA%

at -20℃
vE-20℃ (J)

X80(19.1mmt) 553 630 99 488

X100 (19.8mmt) 743 844 100 220

X120(16mmt) 883 1023 80 259

Table 7 Chemical compositions of X80, X100 and X120 steels (wt. %)

TS

(MPa)

vE-20℃ (J)

Weld metal Fusion line

Seam welded joint 664 140 110

Girth weled joint 646 289 237

Target ≥ 625 ≥ 51 ≥ 51

Table 10 Mechanical properties of seam & girth welds 

for X120 grade steel plate

TS

(MPa)

vE-20℃ (J)

Weld metal Fusion line

Seam welded joint 968 144 181

Target ≥ 931 ≥ 84 ≥ 84

Table 9 Mechanical properties of seam & girth welds for 

X80 grade stee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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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Hardness distribution of seam welded joint in 

X120 plate

GMA용 을 실시하 다. 표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seam용 부에서는 -20℃에서 용 속  fusion line에

서의 충격에 지가 각각 100J을 상회하는 우수한 충격

인성과 목표강도를 만족하 으며, girth용 부에도 마찬

가지로 우수한 강도  충격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에 API X120 재(두께:16mm)의 

seam용 부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용 방법은 API X80

과 동일한 3 극 SAW를 사용하여 입열량 30kJ/cm에서 

실시하 다. 강재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의 안

성 확보를 해서 용 부에서 보다 높은 충격인성을 

요구하게 되며, 표에 나타낸 target은 알래스카 로젝

트에서 요구하는 spec으로 -30℃에서 84J이상의 고인성

을 요구한다. seam용 부 물성평가 결과, 용 속  

fusion line에서 목표값을 충분히 만족하는 140J 이상의 

높은 인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한, 이 때의 용 부의 

경도분포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용 속부는 경도가 

약 340Hv로, 모재 비 약 17%정도 overmatch되어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입열량이 높지 않아 뚜렷한 HAZ 연화

상은 찰되지 않았다.

  일반 으로 재를 이 형상으로 성형하는 과정에

서 재의 기계  성질은 변화한다. 특히, YS, TS는 증

가하며, DWTT, CVN Energy는 하된다[58]. 즉, 재

상태에서 요구하는 물성을 만족하 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의 물성은 보증할 수는 없다. POSCO에서는 

재상태의 물성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의 물성 보

증을 해 2005년도에 API강재가공연구센터를 설립하

으며, UOE simulator를 이용한 이  조 후 물성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RIST 강구조 연구소에 설치된 

실  좌굴 평가시험기를 이용하여 변형기  설계 이

에서 요구되는 요한 물성인 한계 좌굴 변형량을 평

가하는 등 고객사에게 보다 실질 인 도움이 되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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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제공하기 한 여러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5,57).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라인 이  강재의 최근 개발 동향과 

용 성에 해서 후 강재의 사례를 심으로 소개하

다. 라인 이  강재의 고강도, 고변형, 내sour특성 등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 철강사를 심으로 재 X120

의 고강도 강재가 개발 완료되었으며, 내지진,극한지 등

의 지반의 움직임에도 견딜 수 있는 고변형능 강재는 

X100 까지 개발 완료되어 실제 이 라인 용을 기

다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POSCO를 심으로 재 고강

도 X120강재  고변형능 X100까지의 기술개발을 완료

하 으며 개발된 강재에 한 우수한 용 부 품질을 확

보하 다. 이러한 강재의 고기능화에 따라 용 부에서의 

품질보증에 한 요구수 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입열용 , 고효율용 법의 개발 

 고강도 용 재료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라인 이  시장의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

서는 재 가스수송을 한 이 재로 사용되고 있는 

X65  강재를 X70 으로의 환을 검토 에 있다59). 하

지만, 기존 국내의 girth용 은 수동용 인 SMAW법이 

주로 용되어 왔으며, 향후 고강도 강재 용시 girth

용 부의 품질 균일화, 고효율․자동화 GMAW기술개

발 등이 시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국내 라인 이  분야의 기술 향상을 해서는 강재의 

개발 뿐만 아니라 고강도 라인 이  강재에 한 

seam, girth용  공정에 한 경험이나 기  데이터의 

확보  국산 고강도 용 재료 개발 등이 시 히 진행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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