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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조선산업에서는 선박의 수송효율 극 화를 해 

컨테이 선이 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강도 극

후  강재의 용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극후  강

재의 용에 따른 용  생산성 하를 해결하기 해 

기존의 FCAW 신 입열 용  공법인 EGW가 확  

용되고 있다. EGW 공법은 FCAW 비 용 생산성

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나, 고강도 극후  강

재의 사용  EGW와 같은 입열 용 법 용에 따

른 피로수명  괴인성 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용

부의 피로수명, 괴인성에는 용 부 자체의 기계  

성질, 화학조성, 미세조직, 잔류응력 등 다양한 인자들

이 향을 미친다. 이러한 다양한 인자  본 연구에서

는 기공, LF와 같은 용 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결함들이 용 부의 피로수명  괴인성에 미

치는 향을 평가하고, 실제 용 부에 허용 가능한 결

함의 수 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해 EGW 공법

을 용한 극후  용 부에 하여 괴인성 평가를 바탕

으로 구조물 건 성 평가(ECA: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를 실시함으로써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구

조물의 수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한, EGW 

공법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인 으로 재 하여 피

로시험을 수행함으로써 IIW(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로설계곡선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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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최종 으로 ECA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결함 유형별 허용크기 기 을 

제시하고자 하 다.

2. 본    론

2.1 모재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강재는 ASTM A131 EH40 (Thick- 

ness: 70mm)으로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공법으로 제조되었으며, 화학성분은 Table 1

과 같다. 기계  물성을 평가하기 하여 인장시험편과 

충격시험편을 강재 두께의 1/4T에서 강재의 압연방향

으로 제작하 으며, 인장시험은 2개 시험편에 한 평

균값을, 충격시험은 3개 평균값을 평가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강재 평가 결과 화학성분과 기계  물성은 

강재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 을 충분히 만족하는 수

으로 확인되었다1).

  3% Nital을 이용하여 에칭(Etching) 후 미세조직을 

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표면부와 심부는 인성

이 매우 높은 조직으로 알려진 베이나이트(Bainite)  

미세한 페라이트(Ferrite)가 혼재된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심부에서는 개재물이 일부 찰되었으나, 

체로 양호한 조직 분포를 나타내었다. 

2.2 용 부 평가

  2.2.1 시험편 제작

  컨테이 선에 사용되고 있는 EH40강의 입열 용

부에 한 평가를 하여 EGW 공법을 용하 으며, 

용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선각 20˚, 

Root 간격은 14 mm를 용하여 업에서 용할 수 

있는 EGW 공법의 최  입열량을 재 하고자 하 다.

  2.2.2 용 부 인장시험

  용 부 인장시험은 ASTM E8의 시험 규격을 용

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용 부에 하

여 모재 비 높은 인장강도를 요구하는 AWS D 1.1

를 잘 만족하고 있으며, 모재에 비해 인장강도(T.S)와 

항복강도(Y.P)가 높고 연신율(Elongation)은 낮은 일

반 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2,3). 

C Mn Si P S Cu Ni Ceq.
ASTM A 131 EH40 Max. 0.16 0.90 ~ 1.60 0.10 ~ 0.50 Max. 0.025 Max. 0.025 Max. 0.35 Max. 0.40 Max. 0.42

Results 0.08 1.53 0.30 0.009 0.002 0.22 0.22 0.38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T.S(MPa) Y.P(MPa) Elongation(%) Absorbed energy(J) at -40 ℃
ASTM A 131 EH40 510 ~ 650 Min. 390 Min. 22 Min. 46

Results 542 406 35 362

Table 3  Welding condition

Groove 
angle

Root
gap Backing materials Consumables Shielding 

gas
Polarity Current/Voltage Heat input

(kJ/mm)Face Root Face Root

20˚ 14 mm Ceramic & strong 
backing

DWS 
50GTF/50GTR CO2 99.9% DCEP DCEN 400 A / 

39 V
400 A / 

41 V 6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wt.%)

(a)

(b)

Fig. 1 Microstructure of base metal (a) surface, (b)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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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용 부 경도시험

  경도시험은 ASTM E97 시험 규격을 용하 으며, 

Face, Middle, Root 치에서 용 부는 2 mm, Fusion 

line 부터는 1 mm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2

에 나타내었다. 열 향부(HAZ: Heat Affected Zone)

의 경도 값은 용 속(Weld Metal)과 모재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Fig. 3과 같이 높은 입

열량으로 인하여 냉각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모재의 베

이나이트(Bainite)  미세한 페라이트(Ferrite)가 조

한 입계페라이트(Grain boundary ferrite)  다각형 

페라이트(Polygonal ferrite)와 같은 연질조직으로 변

화되어 경도가 감소된 것으로 단된다4,5).

  2.2.4 용 부 괴인성 시험

  괴인성시험은 BS 7448 시험규격을 용하 으며, 

용 속(WM: Weld Metal)과 결정립 조 화 역

(CGHAZ: 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에 

하여 실시하 다. 시험편은 3-point bending type

으로 제작하 으며, Local compression method를 

이용하여 Residual stress를 재분포 함으로서 시험편에 

유효성이 있는 피로균열을 생성시켰다. API RP 2Z에 

따르면 CGHAZ의 CTOD 값에 한 유효성 단 시 시

험편 두께 75 % 범  내에서 CGHAZ 분율 15 % 이

상 포함하여야 하며, 입열량 3.0kJ/mm와 4.5kJ/mm

에서는 FL에서 0.5mm 이내에 비피로균열이 생성되

었을 때의 CTOD 값을 유효한 값으로 단한다6). 본 

연구에서의 입열량은 약 60kJ/mm 수 으로 API RP 

2Z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열량과 차이는 있으나, FL에

서 0.5mm 이내에 비피로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의 결

과를 정리하 다. 

  CTOD(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의 계

산은 BS 7448에서 제시한 식 (1)을 이용하 으며, 그 

계산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7). WM은 0.13mm 

~ 0.23mm, CGHAZ는 0.08mm ~ 0.54mm 수

(a) (b) (c) 

Fig. 3 Microstructure of coarse grain heat affected zone (a) surface, (b) center, (c) root

Table 5 Test results of CTOD (test temperature: -10℃, units: mm)

1 2 3 Average Min.
WM 0.13 0.21 0.23 0.19 0.13

CGHAZ 0.54 0.38 0.08 0.33 0.08

T.S
(MPa)

Y.P
(MPa)

Elongation
(%)

Elastic 
modulus (GPa)

Weldment 691 490 17 174

Table 4 Tensile test results of weldment

Root

Middle

Face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 -5 0 5 10 15 20 25 30

Distance from fusion line (mm)

Weld metal Base metal

H
ar

dn
es

s (
H

V
10

)

Face  
Middle
Root 

Fig. 2 Vickers hardness of wel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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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WM 비 CGHAZ 결과가 하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CTOD 값이 하되는 원인으로 균열 선단에 

M-A(Martensite-Austenite)가 많이 분포하는 경우 

M-A가 균열 시작원으로 작용하여 괴인성 값이 하

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EGW 공

법을 용한 결과에서도 FL과 근 한 CGHAZ 역이 

M-A가 발생될 수 있는 온도 역에서 장시간 노출되

어 CTOD 값이 하된 것으로 추정된다8).

   
 

 


 (1)

  K = Stress intensity factor, Vp = Plastic com-

ponent of notch-opening displacement, a = Crack 

length

2.3 피로시험

  2.3.1 시험편 제작  시험조건

  용 부에 한 피로 선도 기 은 용 에 의한 각 변형

(Angular distortion)과 여성(Reinforcement), 용  

방법(Process), 구조물 형상, 재료의 종류(Material), 

두께(Thickness), 표면 조도(Roughness), 외부 환경

(Corrosive environment), 온도(Temperature), 용  

후처리(Welding post-treatment) 등에 따라 피로 선

도 기 을 달리 용하고 있다8,9). 본 연구에서는 EGW 

공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을 Table 6에서와 같이 

용 부 표면에 존재하는 연속 인 결함인 Long sur-

face type, 용 부 내부의 연속 인 결함인 Through 

thickness type, 그리고 용 부 내부에 존재하는 비연

속 인 결함인 Embedded type으로 구분하여 시험편을 

제작함으로서 EGW 용  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피로특성에 미치는 향에 해 평가를 수행하 다.

  실제 용 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재 하기 

하여 Fig. 4와 같이 기계가공으로 홈(Notch radius: 

0.1mm)을 만든 후 가공된 홈에 세라믹을 삽입함으로

서 미용착부가 생성되도록 용 을 실시하여 Fig. 5와 

같이 결함을 형성시킨 후 Fig. 6의 형상으로 시험편을 

제작하 다. 시험편 제작 시 Through thickness defect

와 Embedded defect의 경우 용  Toe부에서 발생되

는 응력집 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Face와 Root의 여

성(Reinforcement)을 완  제거하 다.

  2.3.2 피로시험 결과

  피로시험 조건은 응력비(R) 0.1, 형은 정 (Sine 

wave), 주 수(Frequency)는 2 Hz ~ 10 Hz를 

용하 으며, 결함 유형별 피로 시험 결과는 식 (2)를 이

용하여 Fig. 7과 Table 7에 나타내었다. No defect 

Continuous defects Discontinuous defects

Surface area Long surface type -

Internal area Through thickness type Embedded type

Table 6 Defect type

EH40

Groove

EH40

Groove

Machining + ceramic
Machining + ceramic

EH40

Groove

EH40

Groove

Machining + ceramic

(a)              (b)              (c)           (d)

Fig. 4 Method of specimens (a) No defect, (b) Long surface, (c) Through thickness, (d) Embedded

(a)

(c)

(b)

(d)

Welding direction

Thickness

Though
thickness

Embedded

Long
surface

Fig. 5 Defects type of fatigue test specimens (a) No 
defect, (b) Long surface, (c) Through thickness, 
(d) Embedded

Fig. 6 Fatigue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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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는 FAT 80 비 높은 Fatigue limit를 나타내

었으나, 결함이 표면이나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FAT 80 

비 낮은 Fatigue limit를 나타내었다9,10). Embeded 

defect와 Through thickness defect 조건의 경우 결

함이 생성된 치가 표면에 가까운 경우 피로 수명이 

감소하고, 심부에 가까운 경우 피로 수명이 증가하여 

결과의 산포가 크게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log(N) = log(A) - mlog(S) - (tdof,a)se (2)

  N: Number of cycles, S: Stress range(MPa), m: 

Slope, Log(A): Intercept of log N axis, tdof,a: 

Student’s T-distribution value, se: Standard 

deviation

2.4 EGW 용 부의 구조물 건 성 평가

  Table 5의 CTOD 결과를 이용하여 괴 역학에 기

반을 둔 구조물 건 성 평가(ECA: Engineering 

Critical Assessment)를 BS 7910 code에 따라 실

시하 다11). Fig. 8은 FAD curve의 시로, X축은 

식 (3)과 같이 재료의 하 과 구조물에 발생되는 하

의 비율, Y축은 (식) 4와 같이 재료의 괴인성특성과 

구조물에 발생되는 괴인성특성의 비율을 나타내며, 그

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조물의 사용 수명 동안에 결함

이 성장하여 손한계라인(FAL: Failure Assessment 

Line)의 하단부에 존재하면 구조물의 손이 발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12). 

   

 (3)

  σref = Stress of structure, σy = Stress of material

   

 (4)

  Kmat = Stress intensity factor of structure,   

KI = Stress intensity factor of material

  ECA 평가를 하여 사용한 Parameter는 Table 8

Ra
ng

e 
of

 st
re

ss
 (M

Pa
)

1000

100

10
1E+004 1E+005 1E+006 1E+007

Number of cycles (Nf)

FAT80
No defect
Embedded defect
Through thickness defect
Long surface defect
No defect-fit
Embedded defect-fit
Through thickness defect-fit
Long surface defect-fit

Fig. 7  Nominal S-N curve

Defect type Defect size(mm) m
log A Fatigue limit(MPa) at 2 million cycles

50% 97.7% 50% 97.7%
FAT 80 - 3.00 - 12.01 - 80

No defect - 4.09 15.23 15.17 152 147
Long surface 8 3.08 11.34 11.07 43 35

Embedded 9 2.96 12.40 11.45 115 55
Through thickness 9 3.13 11.93 10.96 63 31

Table 7 Fatigue test results by defect type

0.0 0.2 0.4 0.6 0.8 1.0 Lrmax 1.4 1.6
Lr (load ratio)

K
r
(fr

ac
tu

re
 ra

tio
)

0.2

0.4

0.6

0.8

1.0

1.2

1.4

Unacceptable 

Acceptable

균열시작점

균열 성장

파손한계라인
(FAL)

Fig. 8  FAD curve

Primary stress Secondary stress Side shell size Defect type

237 MPa
(Maximum structural stress)

160 MPa
(Residual stress)

- Width: 2248 mm
- Thickness: 65 mm

Long surface through 
thickness embedded

Table 8  ECA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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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컨테이 선에서 EGW 용 이 용되는 Side 

shell & Longitudinal bulk head의 구조 강도, 잔

류응력, 구조물의 크기  두께와 EGW 용  시 발생

될 수 있는 결함의 형태를 고려하 다.

  ECA 평가 결과 Allowable defect size는 Table 9

와 같으며, Long surface defect은 1 mm, Through 

thickness defect은 3 mm, Embedded defect은 7 

mm까지 허용 가능한 수 임을 확인하 다.

3. 고    찰

  Table 7의 결함 유형별 97.7% 신뢰수 에서의 Fa- 

tigue limit와 Table 9의 ECA 결과를 비교하여 실제 

Defect size 수 을 측해보고자 결함 크기와 Fatigue 

limit와의 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Long surface 

defect, Through thickness defect, Embedded defect 

모두 Defect size가 증가함에 따라 Fatigue limit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Defect size의 증가에 

한 Fatigue limit의 감소량은 Long surface defect, 

Through thickness defect, Embedded defect 순

으로 확인되었다.

  Fig. 9에서 결함 유형에 따라 Defect size에 따른 

Fatigue limit 감소량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Long surface defect : Y = -13.97x+146.8 (5)
  Through thickness defect : Y = -12.86x+146.8 (6)
  Embedded defect : Y = -10.19x+146.8 (7)

  Allowable defect size(mm), Y: Fatigue limit at 

2 million cycles (Δ Stress)

  식 (5), 식 (6), 식 (7)를 이용하여 Defect size별 

Fatigue limit와 IIW에서 제시하는 FAT 80 조건에

서의 Defect size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 (a) 

Defect size (mm) 1 2 3 4 5 6 7 8
Long surface OK NG NG NG NG NG NG NG

Through thickness OK OK OK NG NG NG NG NG
Embedded OK OK OK OK OK OK OK NG

OK: Safe, NG: Unsafe

Table 9 EC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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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defect size and fatigue limit, (a) 
ECA analysis, (b) FA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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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ECA평가 결과의 Defect size에 한 Fatigue 

limit는 Long surface defect가 1 mm인 경우 133 

MPa, Through thickness defect가 3mm인 경우 

108 MPa, Embedded defect가 7 mm인 경우 75 

MPa 수 이었으며, Fig. 10 (b) 와 같이 IIW에서 

제시한 FAT 80을 기 으로 Defect size를 추정하면 

Long surface defect는 4.8 mm, Through thick-

ness defect는 5.1 mm, Embedded defect는 6.6 

mm이었다.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Fatigue limit와 

ECA 평가를 비교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Long surface defect와 through thickness defect

의 경우에는 ECA 평가 결과가 피로시험결과보다 보수

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Embeded defect는 유사

한 수 의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4. 결    론

  컨테이 선에 용되고 있는 EH40강에 하여 입열 

용 공법인 EGW 공법을 용하여 괴인성(CTOD) 

 결함 유형별 피로 특성을 평가하 으며, 평가된 시

험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건 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결함 유형별 Allowable defect size는 내부에 존

재하는 Embedded defect, Through thickness de-

fect, 표면에 존재하는 Long surface defect 순으로 

감소하 으며, 결함 유형별 피로시험 결과에서도 동일

한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2) 건 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형 컨테이 선의 

EGW 용 부에 한 결함 유형 별 Allowable defect 

size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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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 type Allowable defect size(mm)

Long surface 1

Through thickness 3

Embedde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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