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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회주철은 탄소를 상당히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탄소

강에 비해 용융온도도 낮고, 유동성이 우수하므로 주조

하기가 용이하며, 각종 부재의 형상 설계도 자유롭고 

성형성도 양호하다. 한 진동 흡수성도 뛰어나서 각종 

공작기기, 제철, 제지, 인쇄 등의 분야에도 리 사용되

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의 해양 랜트, 형 선박의 

엔진, 철도차량용의 형 디젤 부품의 실린더 재킷이나 

실린더 라이 , 디젤 엔진의 임 소재  특히 해양

구조물 분야에서는 압 밸 , 각종 버, 콕 핸들, 풀

리  각종 기어뿐만 아니라 이  이음쇠, 선박의 창

문 고정용구 등으로도 리 사용되고 있다. 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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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ause of GTAW deposited metal cracking was martensitic transformation. The GTAW range for crack 
free was very severe and narrow. 
  To minimize the welding crack sensitivity, buttering gray cast iron by 316L welding electrode was very 
effective and the application of preheating made welding range 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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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분야에서는 알칼리 환경에서는 철강재료보다 내

식성이 좋기 때문에 내식성이 요구되는 해양구조물에도 

리 사용되고 있다1). 이와 같이 범 한 분야에서 사

용되는 회주철은 용 성이 매우 나쁘다는 치명 인 문

제를 가지고 있지만2) 최근에는 공학 인 환경이 다양하

게 변함에 따라 이러한 주철제의 각종 기기의 성능 향

상과 수명 연장을 하여 회주철의 용 이 요구되고 있

다. 그러나 회주철의 용 에 해서는 간단한 교과서

인 일반 인 부분이 알려져 있을 뿐 용 조건이나 최

의 용 법 등 확립된 데이터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와 같은 측면에서 회주철의 주조 제품에 존재하는 각종

의 결함의 보수에 의한 충 이나 보수 용  기법의 정

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각종 산업 기계에 있어서 강

도가 요구되는 주조부품에서의 균열이나 결함에 해서 

보수 용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복잡한 형상의 

주조품의 경우에는 분해주조 후에 용 에 의해서 최종

으로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그 이 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일반 으로 회주철은 열충격에 약하

고3)3)3) 연신율이 작은 등 근본 으로 탄소강에 비해서 용

하기 곤란하고 신뢰성이 있는 용 기술은 재 확립

되어 있지 않다4,5). 최근에는 원자력 발 소를 비롯하

여 각종 화력발 소의 각종 부품의 보수 용  신제품의 

용 에 한 신뢰성 높은 용 기법이 요구될 뿐 아니라 

친환경 분야에서도  더 엄격한 용  리가 요구되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회주철의 용  기술은 

향후 극 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기술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 하기 매우 

어려운 소재인 회주철에 하여 장에서의 회주철 용

시에 최 의 용 조건 확립을 목 으로 다양한 조건으로 

GTAW용 하 다. 한 주철의 보수용 시에 열응력에 

의한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리스 용 재로 버터링 용 할 경우의 용 조건과 

균열 방지 가능 범 를 체계 으로 조사하 다. 특히 

열  후열의 효과와 이에 따른 용 부의 조직 변화 

 경도를 조사함과 아울러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용

조건을 정립하고자 하 다. 한 용 이음부의 경도  

조직에 미치는 용 조건의 향과 용 부의 조직학 인 

특성에 해서도 연구하 다.

2. 실험 방법

2.1 소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회주철 시험편은 JIS FC 250 

등 의 편상흑연주철로 사형 주조한 후 삭 가공하여 

두께 20mm,길이 160mm, 폭 90mm로 하여 실험에 

사용하 으며, 시험편의 기지조직은 펄라이트와 일부 

페라이트가 혼재되어 있는 소재이다. 실험에 사용한 소

재의 화학성분을 Table 1에, 자 미경 조직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2 용  조건  용 부 균열

  회주철 용 시 발생하는 용 균열 감수성과 용 조건

과의 계를 조사하기 하여 Autogenous GTAW와 

그래비티 용 하 다. GTAW 용 시에는 용  토치를 

자동주행 차에 고정하여 정속 주행하게 함으로써 용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다. 용 류는 60~150A로 

변화시켰으며, 용 류는 20V, 용 속도는 30cm/min, Ar

가스 유량은 분당 10리터로 하 으며, 열온도는 실온~ 

573K의 용 조건으로 용 하 다.

  주철 용 시의 균열 발생 방지에는 Ni이나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버터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6) Ni은 가격이 비  뿐 아니라 주

철용 에 용할 경우 포정 반응에 의해 고온균열이 발

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료의 특징과 경제성 등

을 고려하여 316L 계통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버터링용의 소재로 하 다. 이와 같이 버터링용

이 유효하다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 유용한 체계 인 

데이터가 없는 것이 실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버

터링 용 조건과 유효 열온도  균열 감수성과의 

계를 체계화하고자 할 목 으로 316L로 그래비티용 하

다. 그래비티 용 시에는 그래비티 용 기에 STS316 

용 을 용 기 홀더에 장착하여 분당 약 15cm로 용

하 다.

  용 후에는 각 용 조건별 균열 발생 개수  미경

FC 
250

C Si Mn P S Fe

3.18 2.51 0.87 0.058 0.023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gray cast iron(wt.%)

30 ㎛

Fig. 1  SEM microscopy of gray cast iron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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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의 계를 조사하여 이를 균열감수성으로 하

고, 한 열 조건에 따른 용 균열 감수성 변화를 조

사하 다.

  용 부의 균열은 용 후 완 히 냉각된 후 염료침투

검사 방법에 의해 검사하 으며, 용 앙부의 용  비

드 길이 15cm 당 존재하는 균열 숫자를 조사하 다. 

 

2.3 용 부의 경도

  회주철의 용 시 용 부는 용 입열에 의해 변태를 동

반하며, 변태 조직의 종류에 따라 경도의 변화가 생기

며, 용 부의 경도는 용 부의 균열 발생과 한 

련을 갖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열  후열 처리 

후에 따른 용 부의 경도 변화를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기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경도 측정시에는 하  500 

그램, 시간 15 의 조건으로 0.25mm 간격으로 측정

하 다. 한 용 후 용 부의 경도를 용 속과 열

향부에 하여 측정하 으며, 용  후 열 향부에 생성

된 마르텐사이트 조직 생성 여부나 경도에 미치는 열 

 후열처리의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후열처리 온

도는 473K로 하여 후열처리시간에 따른 경도 변화도 

측정하 다.

2.4 용 부의 조직

  회주철 모재의 조직은 흑연과 펄라이트 기지조직으로 

되어있지만, 용 하면 용 열에 의해 조직의 변화가 생

기게 되며, 이러한 조직의 변화에는 용 입열량, 열 

 후열처리 온도 등이 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자에 따라 생성되는 조직의 변화  각종 원소의 농

도 분포를 학 미경, SEM, EDS 등에 의해 조사하

여 최 의 미경조직이 얻어지는 조건을 설정하고자 

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용 류와 균열 감수성

  Table 2에는 GTAW로 bead on plate 용 한 조건

과 균열과의 계를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온, 293K, 323K, 

373K, 473K  573K로 열한 경우는 용 류가 

No. of 
specimen

Current
(A)

Voltage
(V)

Welding speed,
cm/min

Preheat
temperature(K)

Heat Input
(J/cm) Number of crack

1 130 20 30 293 5200 15
2 140 20 30 293 5600 15
3 150 20 30 293 6000 13
4 130 20 30 323 5200 12
5 140 20 30 323 5600 12
6 150 20 30 323 6000 12
7 130 20 30 373 5200 12
8 140 20 30 373 5600 12
9 150 20 30 373 6000 11
10 130 20 30 473 5200 9
11 140 20 30 473 5600 8
12 150 20 30 473 6000 9
13 130 20 30 573 5200 8
14 140 20 30 573 5600 7
15 150 20 30 573 6000 6
16 120 20 30 573 4800 6
17 110 20 30 573 4400 6
18 100 20 30 573 4000 7
19 90 20 30 573 3600 5
20 80 20 30 573 3200 5
21 70 20 30 573 2800 3
22 60 20 30 573 2400 No crack

Table 2 Welding condition of autogenous GT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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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A 이상의 모든 용 조건에서 용 부에서 균열이 발

생하 고, 열온도가 573K에서는 60A 이하인 경우에

만 용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회주철

을 보수용 이나 본 용 할 경우에는 용  입열조건과 

열온도가 매우 요한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조품 신재에 존재하는 국부 인 결함, 를 들

면 기공이나 수축공 등을 제살용 할 경우에는 불가피

하게 GTAW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특히 보수

용 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 한 류값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의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열

온도가 높아질수록 균열감수성이 낮아지는 용 류 값

도 동시에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열온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용 류가 증가하면 용 시

에 용착량이 증 됨에 따라서 그 열충격이 증가하여 용

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열온도가 높

아지면 용 류가 증 되어도 열충격이 완화되어 용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실질 으로 장 작업시 573K 이상으로 열하기는 매

우 어렵기 때문에 최고 열온도를 573K로 하 다. 용

후에는 각 용 조건별 균열 발생 개수  미경조직

과의 계를 조사하 으며, 한 열 조건을 변화시켜 

용 균열 감수성 변화를 조사하 다.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  용  조건을 설정하기 

한 목 으로 열온도를 변화시켰지만 열온도 573K

까지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그 

이유는 회주철이 근본 으로 재료 특성상 연신율 값이 

거의 0이며 열충격에도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열충격을 이고 용 부에 작용

하는 용  과정   냉각과정에 발생하는 스트 인값

을 이는 것이 핵심 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가

능한 한 정한 열온도조건에서 입열량을 여 나가

는 것이 균열 발생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열온도를 573K로 하여 용  류를 단계 으로 인 

결과 용 류가 60A 이하이어야 균열이 발생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류값이 낮은 경

우에는 1회당의 용착량은 어지는 단 이 있지만 균열 

발생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주철의 보수 용 에 매우 필

요하고 요한 사항이라고 단된다.

  Table 3에는 STS316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용 으로 그래비티 용 한 경우의 용  조건과 균열 

발생과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철 용 시에 발생하는 열응력을 완화하기 

한 버터링 효과도 체로 열온도가 높아질수록 증

가하여 균열의 수가 어지는 경향이다.

  Table 3의 결과로부터 열온도와 용 류로 균열 

발생을 종합 으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Fig. 2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균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열온도

와 용 류와의 상 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버터

링 용 시의 유효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후열처리  경도

  Fig. 3은 316L 용 으로 열하지 않고 그래비티 용

한 용 부이음부 단면의 용 속과 열 향부의 경계

부에 한 As-welded 상태의 경도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도는 용융계면

Currents
(A)

Voltage
(V)

Preheat 
temperature

(K)

Welding 
Speed

(cm/min)
Remarks

70.0 24.2 293 64.5 No crack

80.0 24.5 293 64.5 “

100.0 26.0 293 64.5 cracks

120.0 27.0 293 64.5 “

130.0 26.5 293 64.5 “

80.0 25.5 323 70 No crack

100.0 25.0 323 70 cracks

125.0 26.0 323 70 “

150.0 30.0 323 70 “

85.0 25.5 373 70 No crack

100.0 26.0 373 70 “

125.0 26.0 373 70 “

150.0 30.0 373 70 cracks

85.0 25.0 423 63 No crack

90.0 26.5 423 63 “

112.5 26.5 423 63 “

132.5 27.0 423 63 cracks

82.5 26.0 473 63 No crack

110.0 25.5 473 63 “

130.0 28.0 473 63 cracks

85.0 25.0 573 63 No crack

90.0 25.5 573 63 “

112.5 26.0 573 63 “

135.0 28.0 573 63 cracks

Table 3 The relation between gravity welding conditions, 
preheat temperature and weld crack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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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높고, 용융계면에서 멀어질수록 경도는 낮아

지는 경향이다.  열온도의 변화에 따른 각 치별 

경도에는 일률 인 상 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

나 용융계면에서 멀어질수록 경도는 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균열에 가장 취약한 부 는 용융계면이나 그 인

부일 것으로 사료된다.

  Fig. 4는 용 부를 473K에서 20분간 후열처리한 경

우의 경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도 As-weld-

e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융계면에서 경도가 가장 높

고, 이 용융계면에서 멀어질수록 경도가 낮아지는 경향

이다. As-welded와 비교하여 용융계면의 경도에는 그

다지 변화가 없지만 용융계면에서 멀어질수록 경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주철 용 부의 

경도를 낮추기 해서는 용 후의 짧은 시간의 열처리

라고 하더라도 후열처리가 경도 완화에는 상당히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다.

3.3 용 부의 조직

  Fig. 5는 373K에서 10분간 후열처리한 후의 용융경

계부의 미경조직 사진이다. 이 사진으로부터 상의 

마르텐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열온도 373K, 

473K, 573K의 조건으로 10분간 후열처리한 조직으로

부터 열온도가 높을수록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는 힘

들지만 일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도 존재하 다. 한 

열온도 573K인 경우에는 래스 마르텐사이트 인 부

에 일부 펄라이트 기지에 상의 마르텐사이트가 생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 마르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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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 crack-crack boundary for gray cast iron weld-
ing for b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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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래스 마르텐사이트보다 탄소함유량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열온도를 573K 이상으로 하여 용

하면 냉각속도가 느려지므로 이로 인해 용 경계부에 

어느 정도 탄소의 확산이 이루어져 탄소를 많이 함유한 

상의 마르텐사이트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GTAW 용 한 경우의 HAZ의 미경 조

직을 나타낸 것으로 용 열에 의해 분해되지 않은 흑연

과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의해 생성된 경화조직을 나타

낸 것이다. 이 사진으로부터 그라 이트(사진 의 G)와 

용융계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치임에도 용 과정 의 

열에 의해 냉각과정 에 마르텐사이트(사진 의 M)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을 찾기 해서는 여하히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생

성을 막느냐는 것과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생성이 불가

피할 경우에는 용 부에 연성을 부여하거나 열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모재와 용 부의 단면의 괴 양상을 비

교하기 하여 액체질소 에 모재를 투입한 후 충격시

험기로 인 으로 괴시킨 후의 모재의 면을 나타

낸 것으로 형 인 취성 면을 나타내는 리버 패턴(사

진 의 R.P.)과 입계 괴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GTAW 용 한 경우의 용착 속부에 발생

한 균열을 갖는 시편을 자 미경으로 찰하기 하여 

액체 질소 에 5분간 침지한 후 충격 시험기의 해머로 

타격하여 괴시켜 용 에 발생한 균열의 면을 

찰한 시편의 SEM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왼쪽 부분은 

모재이며 오른쪽은 용 속부이다. 용융계면을 경계로 

확연하게 조직이 다르고 왼쪽의 모재 부분은 회주철의 

인 으로 단된 부분에 해당하며 오른쪽의 용 속

이 용 과정 에 생성된 면이다. 이 면은 상당히 

평탄하며 취성 면으로 주로 연성의 하에 의해 발생

되는 연성 하 균열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회주철의 용  균열은 연성의 부족에 기인하여 발생되

는 연성 하 균열이 부분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

서 회주철 용 후에는 냉각과정 에 연성이 낮아지는 

온도 범 에서 가능한 한 열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서

서히 냉각하는 것이 균열 방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9에는 316L 용 으로 그래비티 용 한 경우에 

용 부에 발생한 균열의 자 미경 사진이다. 이 그림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균열은 형 인 고온균열의 

형태이며 버터링 용 조건을 정립하기 하여 오스테나

이트계 용 으로 그래비티 용 한 거의 부분의 균

열은 용착 속인 스테인리스 측에서 발생하 다. 이것

15 ㎛

G

M

Fig. 6 Graphite and martensite at HAZ

100 ㎛

R.P.

Fig. 7  SEM fractography of gray cast iron base metal

600 ㎛

Fig. 8  SEM of gray cast iron weld metal crack

23 ㎛

Fig. 9 Solidification crack of STS316L stainless deposited 
metal welded by gravity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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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자체가 상당히 연성

이며 이에 따라 용 시에 발생된 열응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고온균열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7-10) 버터링할 목 으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을 용할 경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주철은 다른 철강재료에 비해 불순물 원소

인 유황과 인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 용착 속에 불순물을 공 하는 역할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으로 고온균열 감수성이 

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용 을 버터링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용 과정 에 발생하는 수

축응력을 이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역으로 이와 같은 상은 버터링할 경우에는 오스테나

이트계 용착 속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만 만족

되면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

당히 넓은 범 의 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 2의 결과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하여 가능한 한 용 부에 작용하는 

응력을 이는 것이 버터링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수

단임을 알 수 있었다.

  Fig. 10는 니 , 크롬  유황의 분포 상태를 용융계

면을 가로질러 EDS로 선분석한 결과이다. 흑연이 존재

하는 오른쪽이 모재이며 앙부가 용융계면, 왼쪽이 용

부이다. 이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크열

에 의해 용 속 측에는 흑연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분해되어 기지조직에 고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

라 용 속부의 기지 조직은 상 으로 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아크 용 하면 상 으로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용이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유

추할 수 있다. 한 유황의 분포 상태를 보면 회주철과 

유황 사이에 농도 차이가 거의 없고, 이에 따라 상당량

의 유황이 회주철 측에서 스테인리스강 측으로 확산 되

어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316L로 버터링한 부

분의 유황 농도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316L은 근본 으

로 고온균열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에서의 아크용 에 의한 회주철 용

시 용 균열 발생, 열 향부 취화  마르텐사이트 

생성과 같은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최 의 용 조건 

확립을 목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용 조건  열

이나 후열처리에 따른 용 부의 조직학 인 특성 변화

에 해서 조사하 다.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삽입 속을 사용하지 않고 GTAW로 autogenous 

용 하는 경우에는 열온도나 용 입열량이 증가하면 

균열감수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

입열량과 열온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냉각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므로 취약한 마르텐사이트의 생성 경향이 

둔화하게 되고 열온도가 높아지면 용 속에는 흑연

의 분해, 고용  확산에 의해 상의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열온도 473K까지는 용 계면부에 주로 래스 마

르텐사이트가 형성되지만 열온도 573K 이상에서는 

래스 마르텐사이트와 일부 펄라이트 기지 내에 상의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어 혼재된 조직이 존재하게 되는 

경향이었다.

  3) 후열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용 경계부  

열 향부의 경도가 낮아지지만 최 의 짧은 시간 후열

처리에서 경도 하 경향이 나타날 뿐 후열처리 시간이 

길어져도 열하지 않은 조건을 제외하고는 후열처리에 

의한 경도 완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

  4) 용  입열량을 가능한 한 게 하고 열 온도를 

높여야 용 부에 가해지는 열충격을 완화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아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5) 316L용 을 사용하여 SMAW Process로 그래

비티 용 한 경우, 열하지 않고 용 하면 용 류값

이 낮아도 용 균열이 발생하 으나, 열하여 용 하

면 열온도의 증가에 따라 용 류가 높아져도 용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범 도 확 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버터링 용 하기 에 열하는 것이 매우 

효과 인 균열 방지 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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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DX analysis across weld interface for Cr, Ni 
a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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