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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박을 비롯 구조물의 형화가 속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용되는 강재 한 고강도 극후물화가 

진행 되고 있다. 구조물의 형화와 함께 건조 되는 

선박 한 형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1). 이러한 건축

구조물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 고강도강의 용을 통

한 용강재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

속 되어 왔다. 를들면, 선박용 강재는 460MPa  강

재가 2006년 이미 개발되어서 상용화 되었으며1), 그 

이상의 강도를 갖는 강재의 개발 한 진행되고 있다. 

460MPa  선 용 강재가 처음 컨테이 선에 용 되

었을 때, 고강도강재임에도 불구하고 80mm 이상의 두

께가 용되어서 용 부의 괴안 성에 한 특별한 

선  룰이 제정되었다2-5). 이미 알려진 것처럼 괴인

성은 강재의 두께 상승과 함께 하 되므로6) 이러한 

형 구조물에 용되는 극후물재의 괴인성 확보가 

무엇 보다 요하 다. 극후물재는 변형이 발생하기 어

렵고 외부의 힘이 재료 내부에 그 로 축  되어 한계

에 다다르면 취성 으로 속하게 괴(취성 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취성균열  정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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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 인 라메타인 Kca값의 확보를 한 련 룰

이 개발 되었다2-5). 취성 괴의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과 균열이 발생되

어 진  되더라도 그 진 을 제어 하는 방법으로 연구

가 진행 되었다7-8). 이처럼 고강도 극후물재의 괴안

성 확보를 해서 국제선 회(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를 비롯 각국

의 선 회  련 연구자는 새로운 강재에 한 각

종 규격들을 재설정하고 연구를 하 다. 취성균열 발생 

항성 평가를 하여 종래에는 주로 해양구조물용 강

재에서만 요구되었던 CTOD(Crack Tip Opening Dis- 

placement)값을 선박용강재에서도 요구하고 있어, 일부 

선 에서는 CTOD값 련 요구 기 을 제정하 다9). 

한 극후물재 인성 하에 따른 불안 괴 안정성을 확보

하기 한 취성 괴인성 라메타 (Kca) 기 은 두께별로 

구분하여, 두께 80mm를 기 으로 80mm 이하의 강재에

서는 그 값이 이미 6000N/mm1.5으로 설정2-5) 되었고, 

80mm 이상의 강재에 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 인 

8000N/mm1.5로 국제선 룰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2). 

이러한 취성균열 정지 인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두께를 이용한 형시험(ESSO시험 등) 실시를 통하여 

값을 얻어야 하는 형실험평가 결과에 의존하고 있었

다. 한편, 일본에서는 취성균열 정지의 에서 극후

물 강재에 한 취성균열 정지 특성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고9-14), 노루웨이․독일선 (DNV GL)을 

비롯 유럽에서는 취성균열발생 특성에 한 연구가 진

행 되고 있다15). 한 국내에서도 형선박의 불안

괴 안 성 문제가 국제 으로 제기된 2006년부터 연

구가 시작 되어 재는 많은 연구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13-16). 이러한 연구는 모재의 취성균열  정지인성 

평가가 부분이고, 용 부에서 취성 괴인성 평가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용 부는 모재

의 괴인성에 비하여 더욱 낮게 평가 될 것이라는 

측이 가능하고, 균열의 정지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6). 

하지만, 국내의 부분의 조선소의 선박건조공법상 탑

재단계에서는 선박의 상부부터 선 까지 일직선으로 용

부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취성 괴에 더욱 취약하다

고 할 수 있다. 모재의 취성균열  정지능력이 우수

한 강재를 용하더라도 용 부에서 발생한 취성균열을 

모재쪽으로 방향 환을 시키지 못하면 용 부에서 발생

한 취성 괴를 정지시키기는 무척 어렵다. 따라서 선

에서는 직선용 부에서 취성균열정지를 한 arrest hole, 

arrest weld, arrest insert 등의 기술을 활용한 특별

한 설계를 요청하고 있다2-5). 이러한 기술은 선박건조

시 추가 인 공법이 필요하므로 직선용 부에서 발생된 

균열을 취성균열  정지 특성이 우수한 모재쪽으로 

환시키는 것에 의해서 취성 괴 방지가 가능하다. 종

래의 연구에 의하면 용 로세스의 향에 따라서 취

성균열의 경로가 변경된다는 보고가 있다16-18). 용

입열량의 차이에 의한 균열선단에서의 두께방향의 잔

류응력의 분포차이가 가장 유력한 인자로 악 되었으

나 그 확인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Fig. 1 에서와 같

이 용 로세스의 차이에 의한 균열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용 부에서 

취성균열  정지 메커니즘에 한 명확한 규명이 이

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 에서 용 부

에서 발생하는 잔류응력의 향이 있을 것 이라는 측

이 있지만 실구조물에서 명확하게 규명이 어려운 상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 부의 취성균열 정지 메커니즘

을 규명하고 취성 괴를 회피하는 기술의 기 인 이

론 정립을 하여, 용 부를 상으로 잔류응력의 향

에 의한 취성균열  정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

다. 용 부에서는 필연 으로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되

며, 잔류응력의 종류(인장/압축)의 향을 이용하여 용

부를 따라서 진 하는 균열을 모재로 유도 하는 메커

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잔류응력에는 인장과 압축의 

잔류응력의 생성이 가능하며, 취성균열 진 방향에 압

축잔류응력이 존재하게 되면 균열의 진 을 방해하여 

균열의 진행방향을 변경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형시

험을 통하여 잔류응력의 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 CT(Compact 

test) 시험편에 임의로 인장  압축 응력을 부가하여 

Muti pass(FCAW, low heat input):
Deviate into the base metal

One pass(EGW, high heat input):
Propagate through the fusion line

Weld Base metal Weld Base metal

        (a) Multi Pass welding                (b) One pass welding

Fig. 1  Brittle crack propagation path in multi and one 
pass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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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향에 따른 취성균열의  경로를 규명하 다. 

2. 용강재  실험방법

2.1 시험편 제작

  본 연구에 사용한 강재는  두께 80mm의 조선용 

460MPa  TMCP 강재이다. Table 1, Table 2에는 

강재의 화학조성  기계  성질을 나타내었다. 잔류응력

의 향에 따른 취성균열의 경로를 확인하기 하여 

Fig. 2와 같은 두께 6.35mm 의 CT 시험편을 ASTM 

Standards E647-9919)에 의해서 제작하 다. CT 시

험편은 80mm 두께의 강재에서 두께가 6.35mm 되도

록 두께방향으로 단하여 제작 하 다. 소형CT 시험

편의 균열선단에 두께방향으로 균일한 임의의 응력을 

부가하기 하여 두께를 최소화 하 다. 종래의 연구결

과19)에 의하면, 노치선단에 부가되는 압입자의 치에 

따라서 응력분포가 다르게 되었다. 압입자의 앙이 노

치 선단에 치하면 노치선단에는 압축응력이 발생하

고, 압입자의 선단이 노치선단에 치하면 노치선단에

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서 CT 시험편에 압입에 의하여 인

장  압축 응력을 갖는 시험편을 제작 하 다.

2.2 CT 시험편을 활용한 취성균열  경로에 
미치는 잔류응력의 향 시험법

  인장  압축응력의 향에 의한 취성균열의 경

로를 평가하기 하여 Fig. 3과 같이 3종류의 시험편

을 비하 다. CT시험편을 제작후 길이10mm의 피로

균열을 발생시켰다. 피로균열은 R=0.1, 10Hz의 조건

으로 10ton 피로시험기를 이용하여 수행 하 다. 피로

균열을 생성시킨 후 피로균열이 압입자의 앙과 선단

에 치하는 조건으로 압입 하 다. 압입자의 크기는 직

경30mm 의 크기를 사용하 으며, 하 은 약 400kN

의 힘으로 0.3mm/s의 속도로 압입 하 다. Fig. 3 

Steels C Si Mn P S S-Al Ceq

YP460 80mm 0.08≤ 0.2≤ 2.0≤ 0.15≤ 0.002≤ 0.002≤ 0.43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Steels Yield stress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YP460 80mm 497 610 2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used

No. 1 Fatigue crack
(No stress)

No. 2 Edge compression
(Compressive stress)

No. 3 Edge tension
(Tensile stress)

10 mm

                                       (a) No stress                                    (b) Compressive stress                        (c) Tensile stress

Fig. 3 3 kinds of CT test specimens

6.
35

m
m

6.
35

m
m

Fig. 2 CT specimens with 6.35m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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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피로균열만 발생 시킨 그 로의 상태이고, (b)는 

압입자의 앙에 피로균열을 치시켜 압축응력을 생성

시키고자 한 시험편이며, (c)는 압입자의 선단에 피로

균열을 치시켜 인장응력의 발생을 유도한 시험편이

다. 3종류의 시험편에 하여 성자를 이용하여 잔류

응력이 분포를 확인 하 다. 압입에 의하여 인장  압

축응력이 분포하는 정도를 피로균열의 선단에서부터 진

방향으로 검토하 다. 

3. 시험결과  고찰

3.1 강재응력 부가 후 성자에 의한 잔류응력 
측정 결과

  CT시험편에 피로균열을 발생시킨 후 인장과 압축응

력을 생성시킬 목 으로 압입시험을 실시하 다. 압입 

후 정상 으로 인장  압축응력의 생성 결과를 확인하

기 하여 성자를 이용하여 시험편 표면에서의 잔류

응력 분포를 확인 하 다. Fig. 4 에 그 결과를 나타내

었다. Fig. 4(a)에는 피로균열만 발생시킨 시험편의 응

력 측정 결과이다. 상과 같이 아무런 응력을 부가 하

지 않았으므로 시험편의 표면에는 응력이 거의 0인 상

태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통하여 응력 0

의 상태가 모든 시험편의 기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4(b) 에는 압입자의 앙에 피로균열의 선단

이 치하게 압입한 시험편의 잔류응력 측정 결과이다. 

성자를 이용하여 잔류변형량을 측정 하여 그 값으로

부터 잔류응력을 계산하여 본 실험에서는 정량 으로 

인장  압축응력의 값을 확인하 다. 본 실험에서는 3

방향의 잔류응력을 계측 하 다. 시험편의 노치를 기

으로 균열의 진행 방향, 균열진행과 직각방향 그리고 

두께방향 이 게 3방향에 한 각각의 응력성분값을 계

측 하 다. 3응력성분 모두 균열의 진 에 향을 미치

는 응력이지만, 하 방향의 응력이 균열의 진 에 가장 

큰 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 방향의 응

력에 집  하여 고찰을 수행 하 다. 잔류응력의 계측 

결과로서 균열선단에서 압축응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

인하 고, 균열선단에서 균열의 진 방향으로 압입자의 

선단에 가까워지면서 인장응력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노치선단에는 약-200MPa의 압축응력이 분포

함을 알 수 있었다. 한 Fig. 4(c)에는 압입자의 선단

이 피로균열의 선단에 치한 시험편 결과를 나타내었

다. 피로균열의 선단에서는 인장응력이 분포하고 있었

으며, 그 값은 약 200MPa 정도 다. 피로균열의 선단

에 압입에 의한 인장  압축 응력이 상과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단순 압입에 의해서 피로균열선단에 분포하는 인장 

 압축 응력을 확인하 으며, 동일한 시험편을 사용하

여 극 온(-196℃)에서 취성균열  시험을 실시하

다. 부분의 균열 정지 시험은 -10℃에서 설계응력

을 부가하여 그 하 에서 균열의 정지 유무를 단하게 

된다. 균열의 정지에 따른 균열정지 치를 평가하기 

보다는 일정 조건에서의 균열정지 가능성을 평가 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균열의 정지가능성 보다는 

-200MPa 200MPa

No. 1 Fatigue crack No. 2 Edge compression No. 3 Edge tension

MPa

L0 L16

15 mm

10

4

2

0

-2

10mm

Crack edge

                                         (a) No stress specimen                  (b) Compressive stress specimen             (c) Tensile stress specimen  

Fig. 4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in each specimen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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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균열의  경로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따라

서 종래의 취성균열 정지 시험과는 다소 그 목 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의 선 용강재의 취성

균열  시험은 -10℃에서 두께를 통하여 균열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충격을 주어서 균열을 

진 시키는 방법으로 실시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형

의 CT 시험편을 활용하기 때문에 균열의 발생을 한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  균열의 발

생을 쉽게 하기 하여 극 온에서 실험을 실시 하

다. -196℃는 액체질소와 동일한 온도이며, 액체질소에 

시험편을 충분하게 넣어둔 후 균열  시험을 실시 하

다. 시험편의 두께가 6.35mm 이지만 실험온도에 도

달 후 20분 이상 온도를 유지하 고 그 후 실험을 실

시 하 다. 균열 실험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성자

를 이용하여 응력의 변화를 찰하 다. 냉각 후 괴

실험은 1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기 온

도에서 어느 정도로 온도가 상승되어서 시험이 완료되

는 시 에서는 약 15℃정도의 온도가 상승 되어서 시

험편의 온도는 -180℃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Fig. 5

에는 실시간으로 계측한 잔류응력 측정 치를 나타내었

다. 피로균열의 선단에서부터 균열의 진행 방향으로 응

력을 측정하고 균열의 진행 방향과 직각방향으로 2mm, 

4mm, 8mm, 16mm 떨어진 치에서 동일하게 응력

을 측정 하 다. 잔류응력계측은 취성균열 괴실험

과 별도로 진행 되었다. 성자를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측정하 기 때문에 소용량의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별

도의 챔버를 부착해서 액체실소를 분사 하면서 실시간

으로 잔류응력을 측정 하 다. Fig. 6에는 5kN의 힘

을 부가 했을 때 응력이 재 분포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피로균열 선단에서부터 균열의 진 방향으로 성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변형량이다. 피로균열만 가지고 있는 

시험편에서는 Fig. 6 (a) 와 같이 인장응력이 가해졌

으므로 변형량이 균열선단에서 상승하 으며, 균열선단

에 압축응력을 가지고 있던 시험편은 인장하 에 의하

여 압축응력상태이던 치(5mm 근방)에서의 응력이 

거의 0 는 인장응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인장응력이 분포한 시험편에서는 Fig. 6 (c) 와 같

이 5mm 근방에서 더욱 큰 인장응력이 분포하게 되었

다. 이처럼 하 의 증가와 함께 기응력상태에서 가해

지는 인장응력이 추가 되어서 응력이 재 분포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 분포하던 응력이 재 분포 되었지만, 

압축응력이 분포했던 시험에서는 그 향이 남아 있어

서 인장하 이 부가 되었음에도 인장응력의 상승량은 

미미 하 다.

3.2 취성균열 경로에 미치는 잔류응력의 
향 

  취성균열 경로는 균열선단에 존재하는 응력의 

향을 받는 다는 것은 종래의 연구결과17)에 의해서 제안

되었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결과 에서는 취성균열의 

정지에 한 연구 결과가 부분이고 취성균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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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in each specimens at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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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idual stress measuring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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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의 잔류응력의 향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용

부에서 발생 하는 용 잔류응력을 가정하기 하여 

임의로 부가한 인장  압축 응력상태에 따라서 하 이 

부가 되는 과정에서 응력이 재 분포하게 되며 최종 

단에서 균열의 경로에 미치는 향을 Fig. 7에 나

타내었다. 하 의 증가와 함께 노치선단에서 취성균열

이 발생하여 진 하게 되었으며, 그  경로는 그림과 

같이 노치선단에 인장응력이 분포하는 경우는 직진

가 이루어 졌고 그 후 압축응력의 역에서는 균열의 

방향이 변경되는 결과를 얻었다. 한 노치선단에 압축

응력이 분포하는 경우는 균열의 진  기에 방향이 직

진이 아닌 경사를 갖고 진  후 바로 직진으로 되

는 결과를 얻었다. 노치선단에는 압축응력이 분포하더

라도 균열이 진행하면서 그 방향에 분포되어 있는 인장

응력의 향을 받아서 직진 하게 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극후물재 용 부에서 취성균열

의 경로에 잔류응력이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는 연구 결과20)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얻

었다. 극후물재의 용 부에서 분포하는 두께방향의 잔

류응력은 용 로세스에 따라서 인장과 압축 응력의 

분포 정도가 다르게 된다. 이러한 응력의 개별 인 

향을 검토하기 하여 임의로 부가한 인장  압축 응

력 시험편으로 부터 잔류응력은 취성균열  경로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 악 되었다. 따라서 선박과 

같은 형구조물에서 취성 괴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일정 구간에 압축잔류응력을 생성시키는 것에 의해

서 완 한 취성 괴의 방지가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형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 용되

는 고강도 극후물강재가 갖는 취성 괴 안 성을 향상 

시키기 한 기술로 거론되는 잔류응력의 향에 한 

기 인 검토를 수행하 다. 용 시 필연 으로 발생

하는 용 잔류응력은 용 로세스에 따라서 그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일층용 과 다층용 에서는 두

께방향의 잔류응력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취성 괴에서 

균열 경로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 하여 임의로 

균열선단에 인장  압축 응력을 부가하여 취성균열 

경로에 미치는 향을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T 시험편에 원형 압입자를 통한 인장  압축응

력의 부가 후 시험편 표면에서 성자를 이용한 응력을 

측정한 결과 종래와 동일하게 압입자의 선단이 균열선

단에 치하는 경우는 인장응력, 압입자의 앙이 균열

선단에 치하는 경우는 압축응력이 각각 약 ±200MPa 

정도 분포함을 확인 하 다

  2) 극 온에서 하 을 부가하면서 실시간으로 표면에

서의 응력 재 분포를 성자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기 응력상태에 따라서 하 의 증가와 함께 인장응력

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 상태가 압축응력인 상태에

서는 인장응력의 증가가 다소 둔감 하게 나타났으며, 

기 상태가 인장 응력의 상태에서는 외부하 과 첩

되어서 응력이 증가되었다.

  3) 극 온상태에서 취성균열이 발생되어 하는 과

정에서 균열선단에 분포하는 응력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경로를 나타내었다. 균열선단에 인장응력이 분포

하는 경우는 균열의 직진 가 더욱 가속 되었고, 압

축응력이 분포하는 경우는 취성균열의 를 다소 방

해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압축 역을 지나서 다시 

인장 역과 균열이 만나면 다시 직진 하는 상을 

나타나내었다. 이처럼 균열선단에 분포하는 압축응력은 

균열의  경로를 변경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

으며, 균열선단에 압축응력의 부가에 의해서 완 한 

취성 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a) Tensile stress condition

(b) Compressive stress condition

Fig. 7 The brittle crack propagation path due to residu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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