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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에 지 수요는 2040년 까지 꾸 히 증가 할 

것으로 측 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  국과 인

도의 인구 증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증가 추세와 함

께, 아 리카의 폭발  인구증가가 이러한 측을 뒷받

침 한다1). 여러 에 지원  석유자원이 주 에 지로서

의 역할을 2040년도 까지 체 에 지 사용량 차지 비

율에서 연 0.7%의 증가세를 보이며 담당할 망이다. 

하지만 에 지원  2 를 차지한 석탄과 함께 두 연료

는 환경 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문제 이 

있다. 특히 이들이 주로 배출하는 CO2의 경우, 지구 

온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

다. 한편 청청에 지로서 오래 부터 각 을 받고 있는 

천연가스(LNG)는 발  재료  난방재, 그리고 최근

에는 차량용 연료로 주목을 받으면서 2040년 까지 년 

1.6%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측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사용량이 석탄을 앞서, 석유에 이어 두번

째 에 지 자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

와 함께 셰일가스의 발견은 세계 에 지 구성에서 엄

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세일가스 최  매장 지역

인 국,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 에 지 공

의 통 인 도를 뒤엎을 것으로 상되고 있다. 셰

Ni가 첨가된 고망간 용접봉의 입열량에 따른 

인장 특성과 미세조직의 영향

한일욱*․윤 길**․이 근*․강정윤***,†

*포스코 고망간 특화솔루션 로젝트
**부산 학교 융합학부 하이 리드소재응용 공

***부산 학교 재료공학과

Effect of Tensile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n the Heat Input 
of Ni-Doped High Manganese Welding Wire

Il-Wook Han*, Jung-Gil Yun**, Bong-Geun Lee*, and Chung-Yun Kang***,†

*High Mnsteel Soulution Project Team, POSCO, Pohang, 37859, Korea
**Department of Hybrid Materials & Machining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Department of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Corresponding author : kangcy@pusan.ac.kr
(Received November 20, 2017 ; Revised December 6, 2017 ; Accepted December 19, 2017)

Abstract
  The cryogenic high manganese steel is designed for tanks that transport liquefied natural gas, which has in-
creased in demand globally. For this purpose, high manganese steel weld wire with ni added for Flux Cored Wire
welding was welded under various heat input conditions. Then, a tensile test was measured to evaluate the me-
chanical properties. As a result, the heat input condition satisfying the required yield strength was 1.5 kJ.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at a small amount of Cu contained in the base metal and the welding rod is generated
in grain boundaries of Cu2O during solidification, causing liquefaction cracking.

Key Words : High manganese steel, Flux cored wire welding, Cryogenic

ISSN 2466-2232
Online ISSN 2466-2100



Ni가 첨가된 고망간 용 의 입열량에 따른 인장 특성과 미세조직의 향

한용 ․ 합학회지 제36권 제1호, 2018년 2월    11

11

일가스 개발로 천연가스의 황 시 가 도래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2). 이러한 천연가스는 부분 생산처와 

소비처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송  보 이 필수 으로 

필요하다1). 이러한 천연가스는 채굴 상태시 가스로 존

재하여 그 부피가 매우 커서 이송  보 이 매우 불편

한데, 이때 -163℃이하 극 온에서 1/600 부피로 액

화시켜, 장  이송을 용이하게 한다3).

  한편 액화된 천연가스를 이송  장이 가능한 탱크 

제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소재는 극 온 인성과 함께 열

팽창이 매우 어야 한다. 그래서 재 탱크용 소재로 

사용되는 소재는 9%N강,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

틸, 알루미늄, 니 기 합 , Invar합  등이 용되고 

있다4). 하지만 이들 강재는 고 의 합 소재, 특히 Ni

가 량 첨가 되어 있는데, 세계 Ni사용량 증가와 함

께 국의 수출량 규제와, 인도네시아의 미가공 원석 

수출 지로 인하여 크게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5), 탱크 

제조시 공정 비용이 매우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

래서 최근에는 POSCO에서 다른 합 계에 비해서 매

우 렴한 Mn을 다량으로 첨가하여 극 온 특정이 좋

은 Full 오스테나이트기지로 만든 고망간강을 개발, 

용성을 검토하고 있다6).

  한편 이 게 개발된 고망간강을 극 온용 탱크 제작

용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용 부 인장시 최소 항복강

도가 400Mpa, 인장강도는 560Mpa이상이 되어야 하

고6) 한 3자세 용 이 필수 으로 필요하지만, 이러

한 고망간용 자세 용 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LNG탱크제작용 극 온용 고

Mn강에 합한 자세 FCA용 용 재료  Ni가 첨가

된 용 의 입열량에 따른 용 부의 기계  특성 변화 

 미세조직의 변화를 연구하 다.

  

2. 사용 재료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모재와 용  조성을 나

타낸 것이다. 용가재의 화학조성은 모재를 기본으로 하

되 모재에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를 해 첨가되었으

나, 용가재에 첨가 될 때에는 용 성을 나쁘게 하는 C

와 Mn은 게 첨가하고, 신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

소인 Ni과 Cu를 소량 첨가하여 용 성을 증가 시켰다. 

그리고 결정립 미세화를 통하여 용 부 물성을 증가시

키기 해 Nb, Ti, Mo 등의 미량원소를 첨가하 고, 

인장 강도의 증가를 해 Cr도 소량 첨가하 다. 

3. 실험 방법

  Fig. 1은 용 을 실시한 모재의 형상과 용  조건 그리

고 비드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모재는 12mm 두께의 

재에 50o의 개선각을 주었고, 3mm의 루트 갭을 설정

하 다. 용  방법으로는 Flux Cored Arc Welding (이

하 FCAW)를 사용하 으며, 차폐 가스로 80% CO2 + 

20% Ar를 사용하 으며 유량을 20L/min으로 용하

다. 입열량은 1.0, 1.5, 1.8kJ/mm 총 3가지로 실시

하 고, 입열량이 커지면서 비드 형상이 커지게 되어서, 

그 결과 비드의 층 수도 1.0kJ/mm시편은 7pass 

1.5kJ/mm은 5패스, 2.0kJ/mm은 3패스로 달라졌다.

  Fig. 2는 용 후 인장시편과 미세조직시편을 편취한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인장시편은 ASTM E08에 의거

한 사이즈로 편취 하 고 용 부가 모두 인장 시편에 

포함 되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인장부 시편의 미세조직 

분석을 해서 인장시편과 거울면이 되도록 미세조직 

분석용 시편을 제작 하 다. 이때 두 시편 사이를 방  

가공을 통하여 단하여 손실율을 최소화하여 두 시편

이 최 한 유사한 미세조직을 가지도록 했다. 이 게 편

취한 인장시편을 AWS D1.1에 의거하여 MTS Servo 

hydraulic Tensile Test Systems에 인장 속도를 

2mm/min로 설정하여 사용 했다. 그리고 입열량별로 

3번의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C Si Mn Ni Cr Mo Al Ti V Nb Cu Fe

Base metal < 0.9 < 0.5 < 25 - < 5.0 - - - - - < 0.1 Bal.

Welding Wire < 0.5 < 1.0 < 25 < 5.0 < 3.0 < 1.0 < 0.01 < 0.5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high Mn steel & weld metal

Shield gas 80% CO2,
20% Ar

Inter pass temp.

Welding process

150℃

FCAW

1
2
3

45
67

1
2
3

45
67

1.0kJ

1

2
3

45

1

2
3

45

1.5kJ

1

2

3

1

2

31.8kJ

1.5kJ

500mm

12
m

m 400mm50°

Fig. 1 Schematic diagram of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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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고찰

4.1 인장시험 결과

  Fig. 3은 각기 다른 입열량을 가진 용 부 시편을 앞

서 언 한 방법으로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장과 항복강도 그리고 단 까지의 

연신율에서 최 치를 나타낸 입열 조건은 1.5kJ/mm 

시편이고, 그 다음으로 1.0kJ, 1.8kJ/mm 순으로 나타

났다. 한편 그림에서와 같이 3조건 모두 최소인장강도 

560Mpa를 크게 상회하는 인장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소항복강도 400Mpa의 경우 입열량 1.0kJ/mm의 인

장시편 3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 고, 1.8kJ/mm 입

열 인장 시편에서 1개 시편에서 만족하지 못하 다. 그

래서 최소 항복 강도를 만족하는 입열량 1.5kJ/mm 시

편과 그 지 못한 입열량 1.0kJ, 1.8kJ/mm 시편의 차

이 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해서 괴된 시편의 면을 

분석하 다.  

4.2 괴된 인장시험의 면 분석

  Fig. 4는 각 입열량 별로 괴된 시편의 면과 실험

방법에서 언 한 응 조직 시편을 Nital 6%용액으로 

에칭시켜 분석 한 것이다. 

  입열량 1.5kJ/mm와 1.8kJ/mm 시편의 경우 응 

조직 시편과 응해서 보았을 때 용  비드 정 앙부의 

회합부를 따라 괴가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입열량 1.0kJ/mm 시편의 경우에는 상층부 용융부 

심과 왼쪽 모재부 사이 부분에서 왼쪽 모재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균열이 존재하고, 이 균열의 끝부분에서 하단

부 쪽으로 쭉 이어진 균열이 모재와 용융부 사이 퓨

라인을 걸친 후 하단부 쪽으로 괴가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입열량 1.0kJ/mm에서 다른 시편과 달리 이

상형태의 괴가 일어난 이유를 알아보기 해 면의 

불규칙한 높낮이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SEM을 이

용해서 인장시편의 면을 배율로 찰하 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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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S

. (
M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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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0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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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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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0

Min. 
Required
Y.S

Heat input (kJ/mm)

Fig. 3 The results of tensile test

* Tensile rate : 2mm/min

12

32
100
32

10

32

25 R6

6.25±0.05
12

12mm
10mm

Tensile specimens

Microstructure
specimen

Mirror
space

Tensile
specimen

Fig. 2 Schematics diagram of tensile & microstructure 
analysis specimens

Cutting line

1.
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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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1.

5k
J/

m
m

1.
8k

J/
m

m

2mm

2mm

2mm

2mm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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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acroscopic image and fracture path of weld-
ed with different heat inpu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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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는 입열량에 따른 인장시편의 면을 배율로 

찰한 것이다.. 제일 높은 인장 특성을 보 던 1.5kJ/mm 

입열량 에서는 체 으로 딤 형상의 연성 편으로 이

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이상 괴

가 발생했던 1.0kJ의 상단부와 1.8kJ의 하단부에서 

주지상정 모양의 면이 발견 되었다. 이를 좀 더 상세

히 분석하고자 Fig. 5의 A,B를 Fig. 6에 더 높은 배

율로 확 하여 분석하 다. Fig. 6의 A의 경우 계곡과 

우리가 교차된 모양이 반복되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복된 모양  한부분인 A을 확 하여 찰한 결과 

우리에서 한쪽은 일반 인 딤  면 (Normal Dimple 

= N.D)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표면이 얇은 

액막(Liquid Film = L.F) 에 의해 덮여져 미끈하게 생

긴 형상이 발견 되었다. 그림 (c)의 입열량 1.8kJ/mm 

하단부 B의 경우도 A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계곡이 

교차된 모양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액막으로 덮인 표면

과 일반 인 딤 이 혼재된 형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반 인 딤 로 나타나는 부분과 액으로 덮인 부분

의 조성  편차를 알기 해서 EPMA를 통한 원소분석

을 실시하여 Table 2에 나타 내었다. 일반 인 딤 로 

이루어진 쪽에서는 일반 인 용 부 조직의 평균 합  

조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L.F에서는 N.D 비 Ni

이 다소 많이 검출되었으며, Cu와 Si의 경우 모재에는 

거의 없는 원소이나, 액막에서는 매우 많이 검출되었다. 

S와 P 한 N.D에서는 검출 되지 않았으나 L.F에서

는 검출되었다. 이로서 액막의 정체가 Cu-Si가 부화된 

S,P 함유상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액막이 미세조

직 상에서는 어떠한 치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알

아보고 이러한 액막이 인장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

명하기 해 인장시편의 응 조직 시편을 분석하 다. 

4.3 응 미세조직에서의 액막 분석

  Fig. 7은 인장시편의 응 조직시편에서의 사선형태

의 균열이 발생된 부분과 응되는 부분의 미세 조직을 

Alkaline 에칭을 용 하여 나타 낸 것이다.

1.0kJ/mm
Top

1.5kJ/mm 1.8kJ/mm

Bottom
1mm

Fig. 5 Fracture surface Image of tensile specimens on 
various weld heat input.

A B 

100 ㎛ 100 ㎛

5㎛20㎛5 ㎛20 ㎛

Fig. 6 Fracture surface analysis on abnormal fracture surface in Fig. 5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high Mn steel & weld metal in Fig. 6

wt(%) C Si Mn Ni Cu Cr S P O Fe

N.D1 0.30 0.74 19.11 7.07 - 1.59 - - 1.11 Bal.

N.D2 0.29 0.68 21.94 3.59 - 1.40 - - 0.90 Bal.

L.F1 0.38 2.11 20.87 8.12 2.27 1.85 0.23 0.32 0.96 Bal.

L.F2 0.68 2.04 18.74 10.93 1.38 1.81 0.21 0.33 0.86 Bal.

L.F3 0.98 1.82 18.30 6.29 1.21 1.43 0.21 0.28 0.66 Bal.

L.F4 1.27 1.57 22.41 7.36 1.64 1.72 0.44 0.24 0.95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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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과 같이 미세조직 시편에서도 사선형태의 미

세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이부분은 용 부가 후행패스에 

의하여 재가열된 부분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미세 균

열이 일어난 곳의 치 악을 해 미세연마를 통하여 

에칭만을 제거하고 EDAX Hikari EBSD를 이용하여 

EBSD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IPF 이미지를 통하여 

미세 균열이 발생된 부분이 결정입계임을 알수 있었다. 

  Fig. 8에는 미세 균열부의 합  원소 분포를 알기

해 Jeol JXA-8530F EPMA를 통해 분석한 EPMA 

BSE 이미지와 함께 면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재부의 경우 BSE이미지에서 응고 조직과 아닌 부

분으로 나 어지며, Mn, Ni, Si, Cu, S가 응고조직부

에 일반 기지보다 편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세 균열부의 모재와 가까운 양쪽에 진한 회색빛깔 밴드

가 존재하고 심부에는 검은색 밴드가 존재함 하는데, 

검은색 밴드의 경우 C가 부화되어 있고, 회색 밴드의 

경우 Si, Cu가 많이 편석되어 있고 P, S, Cr 다소 편

석되어 있다. 반면에 Fe, Mn, Ni는 결핍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원소 편차를 알아보기 해 11개의 원

소에 한 EPMA 정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Fig. 9

에 나타 내었다. 용 부 기지조직의 경우 응고조직 부

분과 일반 기지 부분으로 나 어 분석 하 다. 그 결과 

Fig. 8 과 같이 응고 조직에서 Mn, Ni, Si, Cu, S가 

더 편석된 것으로 나타 났다. 회색 밴드의 경우 Cu, C, 

O, Si, S, P가 일반 기지 비 많이 나타 났고, 이는 

앞서 Table 2 의 L.F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래서 

회색밴드는 면에서 액막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로서 미세균열의 발생원인이 후행 패스에 의한 입열으

로 인하여 입계의 Cu-Si와 S,P의 화합물이 융해되어 

액막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액막이 찢어지면서 발생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심부의 검은 밴드의 경우 

C가 47.39%로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면의 액막에서는 이러한 C이 부화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운트시 사용한 진의 침

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액막과 검은 밴드의 정확한 상 별을 해서 

EPMA를 분석한 부분을 FIB로 편취하여 TEM을 통

한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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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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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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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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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occurred position

200㎛ 40㎛ 200㎛

2mm

Fusion
line

X-IPF

Fig. 7 Analysis of cracks in corresponding microstructure
specimens

BSE

Fe Mn Cr

Ni Si Cu

C P S

Fig. 8 Analysis of the black band on EPMA mapping

(a)

(b)

6 ㎛

2 ㎛

wt(%) C Si Mn Ni Cr S O P Cu Fe

N.M 0.32 0.68 19.82 3.63 1.40 - - - -

S.S 0.66 0.82 24.34 4.58 1.23 0.11 - - 0.31 Bal.

1 5.96 1.15 13.65 2.79 2.19 0.32 8.34 0.32 13.83 Bal.

2 18.55 1.47 10.71 2.69 1.21 0.33 8.13 0.24 10.58 Bal.

3 47.39 1.69 9.11 - 1.27 0.20 - - - Bal.
*S.S : Solidification Structure

N.M : Normal Matrix
(c)

Fig. 9 Analysis of the black band on EPMA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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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액막과 검은띠의 상동정  발생원인

  Fig. 10은 앞서 EPMA 분석 치에서 FEI의 Scios를 

이용 FIB를 편취한 모습과 편취한 시편을 FEI의 TALOS 

F200X를 이용하여 HAADF 이미지를 분석한 것이다. 

FIB 편취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액막과 검은띠는 깊

이 방향으로도 연속 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HAADF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액막 속에는 기

지와 유사한 상들과 액막과 비슷한 밝기를 가진 상

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상이 모재와 유

사 조직의 상과 액막과 유사한 조직의 상 2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검은띠의 경우 기지 

 액막과  다른 조직임을 알 수 있다. Fig. 11는 

Fig. 10의 a 부분을 확  후 Super EDS를 통해 면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액막 부분의 경우 Cu, O

가 부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융  원소가 녹

았다 굳으면서 산화되어 그런 것으로 생각 된다. S, P

의 경우 산화시 기화 되므로 액막 부분에서 많은 량의 

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액막 속 상

의 경우 Fe가 부화된 상과 Cu가 부화된 2종류의 

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분석했던 기지

와 유사한 상이 Fe가 부화된 상이고, 액막과 유사

한 상이 Cu가 부화된 상임을 알 수 있다. 이 게 

EDS 맵핑을 통하여 FIB 편취부에는 부화된 원소에 

따라 기지, 액막, 액막 속 상 2가지 (Fe, Cu계) 그

리고 검은띠 5가지로 나  수 있었고, 이에 따라FEI의 

TALOS F200X와 Jeol JEM-2100F를 이용하여 5가

지 표 형상에 한 Pattern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 내었다. 

  Fig. 12에 따르면 기지 조직의 경우 고망간강의 주

요 조직인 Fe-오스테나이트임을 알 수 있다. 액막이라

HAADF Fe Mn Cr Ni

Cu Si Mo Ti

Nb C O S

500nm

Fig. 11  Results of EDS mapping data in Fig. 10-a

3 ㎛

500nm  

Fig. 10 Black band TEM specimen made by F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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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 회색 밴드의 경우에는 링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비정질임을 알 수 있으며, D값을 통해 분

석 결과 Cu2O 임을 알 수 있다. Cu 부화된 상의 경

우에는 액막과 동일한 Cu2O 비정질이나, 아직 회

이 액막에 비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비정질

화가 덜된 것으로 보인다. Fe 부화된 상의 경우에는 

Fe- 마르텐사이트로 나타나는데, Fig. 8과 같이 액막 

속의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Mn과 Ni, C량이 기

지 비 어든데다, 냉각시 랭되면서 마르텐사이트

로 변태된 것으로 보인다. 검은띠의 경우 링패턴의 형

상이나 링의 테두리가 선이 아닌 밴드로 나타남으로서 

C가 완 한 비정질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4.5 이상 괴기구 고찰

  Fig. 13는 입열량에 따른 인장시편과 응되는 각 

미세조직 시편 미세조직 사진과 정 앙 부로 괴가 일

어나는 이유에 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미세조직에서 정 앙부에 회합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합부는 인장 방향과 수직(90o)이 되기 때문

에 다른 결정립계와 달리 응력이 가해 질 때 100%의 응

력을 받게 되어 우선 으로 슬립이 일어나게 된다. 한

편 고망간강 용 부는 Mn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용  후 응고하는 동안 Mn의 기화 상이 발생하며, 높

은 합 원소 함유로 인하여 합 원소의 편석과 결핍

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C, 

Mn이 결핍된 역에는 ε상 (HCP)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기계  특성이 하된다7-10). 그래서 모재보다 합

조성  제조 공정 차이에 의해서 항복&인장강도와 

연신율이 낮게 된다. 그래서 응력 구속 상으로 인하여 

연화부인 용융부가 우선 슬립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인장시편 상부의 경우 연화 역이 넓어 응력이 분산되

나, 루트부 부근의 용 부가 좁은 역의 경우 연화

역이 좁으므로 일부 구간에 응력이 집 되어 빠르게 슬

립이 일어나게 된다. 

  Fig. 14는 입열량에 따라 인장 시편이 괴되는 모습

을 모식도화 한 것이다. 입열량 1.0kJ의 경우 회합부

Tensile direction 

Crack start point 

Grain bounfary

σ0

σ=σ0sinθ, θ=90°, θ=σ0

500㎛

Fig. 13 The reason for fracture occurred in center grain 
boundary

(a)

2

1

3

4 5

200nm
Z.A:[011] Fe α’

4nm 

4nm 4nm 

4nm 4nm 

Cu2o Amorphous Cu2o Amorphous 

Z.A:[011] Fe-γ C rich Amorphous 

Fig. 12 SAED patterrn analysis of 5 types represented 
phase in Fig.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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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융 이 낮은 Cu2O에 의한11) 액화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두 곳 모두에서 슬립이 일어나다가 액화 균열이 

발생된 부분에서 액화균열을 따라 사선형태로 크랙이 

커진다. 이때 이 부분의 단면  a가 회합부 단면  b보

다 어지는 시 에서 응력이 집 되고 이로 인하여 비

정상 인 괴가 발생되면서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감

소하게 되는 것이다. 한 입열량 1.8kJ의 경우 회합

부 하단부의 응력이 집 되는 부분에서 액화 균열이 발

생되어 미세 균열이 생성되어있었고 그로 인한 노치 효

과로 인하여 격한 인장강도의 하강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 된다. Fig. 14 C 타입의 괴 모식도가 이를 설

명한다. 반면에 1.5kJ의 경우 1.0kJ과 1.8kJ과 달리 

액화 균열에 의한 이상 괴 없이 회합부 부근에 응력

이 집 되어 슬립이 시작되고, 인장강도 도달 후 단면 

감소가 발생되었고, 정상 인 괴가 일어났기에 높은 

항복&인장강도와 연신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액화균열 발생여부와 치가 입열량 보다 

더 인장 특성에 더 한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Ni가 첨가된 고망간 FCAW 용 의 입열량에 따른 

인장 특성과 미세조직의 향을 연구한 결과 FCAW용 

용 과 고망간강 강재에 함유된 미량의 Cu와 불순물

이 결합하여 용 시 융 하 원소로 작용 된다. 이것

들이 고온에서 이러한 액화 균열을 야기하여 미세한 균열

을 만들고 인장시 항복강도와 연신율을 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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