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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ewly developed welding consumables for EGW were welded in EH 36 TM steel plates
and their welded joints were evaluated in point of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s compared with
imported consumables. Newly developed welding consumables were evaluated as good arc stability and slag
fluidity, substantially the same with imported products. The tensile strength of all welded joints were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a ship’s classification(490~640MPa) and all areas of
fracture were heat affected zone(HAZ). Charpy absorbed energy values of all EG welded metals were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classification(min. 34J) and those of newly developed wires were
evaluated to be better than those of imported wires. As a result observing microstructures of single and
tandem EG welded metals through optical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M&SEM), no grain
boundary ferrite(PF(G)) were created in a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and a volume fraction of a fine
acicular ferrite were observed very high.
Key Words : Welding consumable for EGW, Large hea input, Toughness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최근에는

1. 서

론

기술과 더불어 고온에서 안정한 산화물 및 질화물을 형

Oxide Metallurgy와 Nitride Metallurgy

성시키는
최근 조선 현장에서는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자동화율

(Electro gas welding
: 이하 EGW) 프로세스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

기술의 발달에 의해 심각한 저온 인성의 저하는 방지되

은 고효율 용접의 경우 비교적 큰 입열에 의해 용접금

(Weld Metal) 및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
이하 HAZ)의 기계적 성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
HAZ의 경우 급열/급냉에 의한 취약한 상(Phase)1-3)의
생성 등이 인성 저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나 미세조직의 제어를 위한 후 처리가 매우 곤란하여 우

속

수한 저온 인성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금원소의 첨

증대를 위해 일렉트로 가스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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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 있다

,

하지만 용접금속의 경우 임의로 냉각속도를 제어하거

가 또는 슬래그의 염기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

.

,

하고 있다 특히 대입열이 적용되는

EGW용 용접재료

의 경우 첨가되는 합금원소의 종류 및 함량이 용접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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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성질을 크게 좌우하게 되며 현재 국내 조선소에

.

서는 거의 대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

/

,

따라서 국내 몇몇 제철 제강사 조선소 및 용접재료
사는 공동 연구 등의 협의체를 통해

.

EGW 용접재료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힘써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
러한 노력에 의해 개발 완료된 국산
적용한 대입열

EGW 용접재료를

EGW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의 평가와

미세조직 관찰 등을 통하여 기존의 수입품과의 대체 가

.

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시험재료 및 실험방법
2.1 시험재료

EGW 공정은 약 50mm 두께 이하의 강재에
적용되는 1개의 전극을 이용한 Single EGW와 약
50mm 두께 이상의 극 후판재에 주로 적용되는 2 전
극의 Tandem EGW로 구별되고 있다. 또한, 용접효율
을 높이고 입열을 낮추기 위해 Single EGW에 Cold
wire 또는 Hot wire 기법이 적용된 Process에 대해서
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용접재료는 Flux cored wire(이
하 FCW) 형태로써 Single 및 Tandem EGW용으로
국산화 개발된 재료와 국내 조선소에서 주로 사용되고

.

, EGW용

있는 수입 용접재료를 함께 적용하였다 한편

Single

Materials
용접
재료
모재

Tandem

용접
재료
모재

Process

Thickness
(mm)

Single

35

Tandem

적인 용접 작업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그 사용량

.
용접 시험에는 두께 35mm 및 70mm의 EH36 TMCP
선급용 강재가 Single 및 Tandem EGW에 각각 적용
되었으며, 자세한 화학성분은 용접금속의 화학조성과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70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국산화 개발된

C
0.07
0.08
0.08
0.06
0.06
0.06

기존품
개발품

EH36
기존품
개발품

EH36
Groove
(°)

Si
0.20
0.23
0.33
0.20
0.21
0.13

Mn
1.59
1.50
1.52
1.60
1.65
1.49

,

의 동일한 용접 조건을 적용하였으나 각 용접재료 슬

,

래그 조성 양 등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

.

였다 하지만 적용된 입열량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

,

며 상세한 용접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용접된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용접

.
횡방향 인장시험은 시험기의 용량을 고려하여, Single
EGW 시험편은 35mm의 전 두께 크기의 인장 시험편
부의 횡방향 인장시험 및 충격시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Items
기존품
개발품

20

P
0.011
0.013
0.005
0.012
0.012
0.007

Table 2 Welding condition

Gap
(mm)
8

기존품

EGW용 용접재

료의 성능을 기존의 수입품과 비교 평가 하기 위해 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and weld metal (wt%)

개발품

200

가능해 기계적 성질의 개선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반

2.2 실험방법

최근의

Process

Flux가 삽입되어 있는
FCW와 Flux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Solid Wire(이하
SW) 형태가 있는데, FCW는 SW에 비해 합금원소의
공급이 용이하고, 탈산제 및 아크 안정제 등의 삽입이
용접재료는 강철 외피 내부에

Current
(A)
380
380
380
380
400
380

S
0.011
0.006
0.008
0.007
0.012
0.006

Voltage
(V)
38
38
38
36
38
38

Ni
1.76
1.55
1.48
1.56
0.17

Mo
0.08
0.13
0.12
0.13
-

Ti
0.025
0.048
0.026
0.032
0.038
0.015

B
0.0041
0.0049
0.0033
0.0041
0.0008

Travel speed
(CPM)
3.62
3.41

Heat Input
(KJ/Cm)
239.3
254.0

3.54

476.5

3.65

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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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dem EGW 시험편의 경우 두께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수입품과 국산화 개발품 모두
기준으로 표면, 중심, 이면부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Single 및 Tandem EGW 용접부의 모재부에서 파단
각각 25mm두께의 인장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되었으며, 선급이 EH36 강재 용접부에서 규정하고 있
충격 시험은 Single EGW의 경우 용접부의 표면 및
는 인장강도 490~630MPa의 값을 잘 만족하고 있다.
이면부에서 충격 시험편을 채취하였고, Tandem EGW
통상 대입열 Tandem EGW가 적용되는 후판의 경우
의 경우 용접부의 표면, 중심, 이면부에서 각각 충격
용융선(Fusion Line) 근처의 결정립 조대화 등에 의
시험편을 채취하였다. 충격 시험 온도는 선급 규정에
해 HAZ 연화 현상이 발생하여 선급 규정 이하의 값으
따라 -20℃로 설정하였다.
로 저하하기도 하는데, 본 시험에서는 전 두께 범위의
을 제작하였고

시험편에서 선급에서 요구하는 범위의 값을 잘 만족하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1에서 각 용접부의 매크로사진을 나타내고 있
다. 대체로 양호한 용입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접
금속에서는 대입열에 의해 발달된 주상정 조직을 쉽게

.
Fig. 2는 EGW 용접부의 횡방향 인장시험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b)

c)

보다 더욱 우수한 충격 흡수 에너지 값을 나타내고

.
Fig. 4는 Tandem EGW 용접부의 두께 부위별 충
격 흡수 에너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품과 거의 유
있다

Charpy absorbed energy (J)

a)

.
Fig. 3은 Single EGW 용접부의 두께 부위별 충격
흡수 에너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품과 개발품 모
두 -20℃에서 선급이 규정하는 34J 이상의 값을 충분
히 만족하고 있다. 특히, 개발품의 경우 기존의 수입품
고 있다

d)

170

136

102
Imported wire
68

34

Developed wire
Hollow mark : Individual value
Solid mark : Average value

0
Face

Tensile strength(MPa)

590
Single

Face(Tandem)

Middle(Tandem)

Root(Tandem)

540

490

440

Fig. 3 Charpy absorbed energy of single EG welded metal
at -20℃
Charpy absorbed energy (J)

Fig. 1 Macrostructure of each Welded joint a) Imported wire
b) Developed wire (Single) c) Imported wire d)
Developed wire (Tandem)

136

102

68

Imported wire

Developed wire

Welding consumable

Fig. 2 Tensile strength of each EG weld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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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wire
Imported wire

34

0

390

Root

Notch location

Face

Middle

Root

Notch location

Fig. 4 Charpy absorbed energy of tandem EG welded
metal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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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e(PF(I))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있지만, 개개의 값이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Fig. 7에 개발품의 Tandem EGW 용접부를 주사
개개의 값 중 가장 낮은 값이 선급에서 규정하는 34J
전자 현미경(SEM)으로 관찰한 미세조직을 나타내었
보다 약 2배 이상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값으로 판단된다.
다.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은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Fig. 5는 Single EGW용으로 사용되어 지던 기존품 로서 PF(G)는 거의 생성되지 않고 뚜렷한 선의 형태
과 개발품의 용접부를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미세
로 남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대입열 용접부에서도 PF(G) 상의 생성을 억
조직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인 용접부 미세 조직
제시키고, 높은 분율의 AF를 생성시켜 우수한 충격인
에서 관찰되는 망상의 Grain boundary ferrite(이하
: PF(G))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대입열 용접 성을 얻는 것은 합금원소의 함량을 조정함으로써 가능
하게 되었다. 우선 일반 저탄소강용 용접금속의 강도
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한Acicular ferrite(이하 : AF)
및 충격인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첨가되는 Mn을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품과 개발품의 유
적정량 첨가하고, 그 함량에 맞는 비율로 Ni을 첨가하
효한 미세조직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Fig. 6은 기존품과 개발품의 Tandem EGW 용접부 였다. Mn 및 Ni 은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써 페
사한 수준의 우수한 충격 흡수 에너지 값을 나타내고

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내고

라이트로의 변태에 필요한 과냉도를 증가시켜 변태가

있다

일시에 일어나게 함으로써 미세하고 높은 분율의

. Single EGW 용접부와 유사하게 두 재료 모두 높
은 분율의 미세한 AF와 일부 Intragranular polygonal
a)

얻을 수 있게

해준다7-8).

,

AF를

또한 대입열 용접 시의 우수

한 충격인성 및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Mo, Ti,

B을 적정량 첨가하였다. 여기서 Mo은 γ→α 변태 온도
를 낮추어 강인하고 미세한 AF를 만들어주며, 또한 대

b)

입열에 의한 조직의 조대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9-10).
100㎛

Fig. 5 Microstructure of single EG welded metal a)
Imported wire b) Developed wire
a)

, Ti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높은 B의 산화
를 방지하면서 Ti산화물을 형성하여 AF의 핵생성 장소
11-13). B은 구 오
로 작용하고 미세한 AF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편석하여 초석 페라이트의 생성
을 억제하고

B질화물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B질화물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여 용접부의 인성을

12).

b)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첨가된 각

합금원소의 영향에 의해 용접부의 미세조직을 제어할

,

수 있었고 그 결과 대입열 용접시에도 우수한 저온 충

.

격인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0㎛

Fig. 6 Microstructure of tandem EG welded metal a)
Imported wire b) Developed wire

4. 결
새롭게 국산화 개발된

론

Single 및 Tandem EGW용 용

접재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수입품과 비교 용접시험 한
후 기계적 성질 및 미세조직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

.
1) 국산화 개발된 Single 및 Tandem EGW용 용접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재료의 용접 작업성은 수입품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한

.
2) Single 및 Tandem EGW 용접부의 인장시험 결
과 선급Rule에서 요구하는 인장 강도 490~640MPa
의 값을 잘 만족하였으며, 파단은 용접 열영향부에서
파단이 일어났다.
3) 국산 EGW 용접재료의 충격인성 평가 결과 선급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Fig. 7 SEM micrograph of tandem EG welded metal
(Developed wire)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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