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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MPa급 고강도강 용접금속의 미세조직 특성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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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wo high strength (600 MPa & 800 MPa) weld metals produced by 
flux-cored arc welding process (FCAW) were evaluated. The 600 MPa grade weld metal was consisted of 
75% acicular ferrite and 25% ferrite which was formed at relatively high temperature (grain boundary 
ferrite, widmanstatten ferrite, polygonal ferrite). However, the 800 MPa grade weld metal was composed of 
about 85% acicular ferrite and 15% low temperature forming phases (bainite, martensite).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of 800 MPa grade weld metal was decreased by solute drag force. The compositions 
and sizes of inclusions which are the dominant factors for the formation of acicular ferrite were analyzed 
by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In both 600 MPa and 800MPa grade weld metals, the 
inclusions were mainly consisted of Ti-oxide and Mn-oxide, and the average size of inclusions was 0.7 ㎛. 
The 800 MPa grade weld metal exhibited higher tensile strength and similar toughness compared with the 
600 MPa grade weld metal. This result is mainly due to a higher fraction of low temperature products and 
a lower fraction of grain boundary ferrite in the 800 MPa grade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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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대형 건축물, 선박, 해양 구조물들의 수요가 급증

함에 따라 1 GPa급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용 강

재들이 최근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용 강재들은 

고강도뿐만 아니라 저온인성, 내피로성 등 다양한 성능

을 동시에 만족하는 복합기능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강도, 고인성, 내피로성을 가지는 

용접금속 역시 필요하지만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접금속은 600MPa 내외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GPa급 강재를 용접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용착부에서 응고현상이 일어날 때 페라이트는 열역학

적 에너지가 높은 입계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고, 그 후 

widmanstatten 페라이트가 입계 페라이트에서부터 

성장하게 된다. 변태가 진행됨에 따라 결정립 내부의 

개재물에서 침상 페라이트가 형성이 되고 잔류 오스테

나이트는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된다. 이러

한 변태는 냉각속도, 합금원소의 성분, 초기 오스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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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C Si Mn P S Cr Ni Mo Cu Al Ti Ceq

600 MPa 0.06 0.36 1.0 0.014 0.003 0.025 0.5 0.1 0.02 0.001 0.03 0.29

800 MPa 0.06 0.35 1.8 0.013 0.007 0.05 2.5 0.5 0.04 0.004 0.04 0.57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600 MPa and 800 MPa grade weld metal (wt. %)

Base metal Welding process Welding position Shielding gas Gas flow rate

ASTM AH36 FCAM Flat Ar + CO2 20% 20ℓ/min

Polarity Number of pass Preheating / PWHT Interpass temperature Heat input

DC+ 15 pass - 150℃ 10~30kJ/cm

45℃

20t

10

13
25 Unit : mm

Fig. 1 Schematic drawing of groove and summary of welding condition

이트 결정립 크기, 산소의 함량 등에 따라 용접금속의 

상분율이 달라지게 되고 기계적 특성이 정해진다1-4)
.

합금원소의 첨가는 CCT-diagram의 전체 곡선을 긴 

시간대로 옮기고,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변태온도를 

낮춰 동일 냉각 조건에서 침상 페라이트나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저온상의 분율을 높임으로써 용접

금속의 강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저온상 중에 침

상 페라이트의 분율을 조절하여 충격 인성을 향상시키

기도 한다1)
.

용접금속의 기계적 특성은 미세조직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미세조직은 냉각속도, 합금 원소의 성분,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산소의 함량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3,5)
. 그러나 만일 같은 용접조건으로 용접하는 

것을 가정하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 중 합금원소

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600 MPa급 용접금속과 새로 개발되고 있는 800 MPa

급 고강도강용 용접금속의 성분과 조직을 분석하고 그

에 따른 기계적 특성 변화에 대해 비교 분석 하였다.

2. 실험방법

용접은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600 MPa급과 새로

이 개발되고 있는 800 MPa급 고장력강용 용접소재를 

사용하여 Fig. 1과 같은 용접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용

접금속의 합금성분은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

다.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 연마(polishing) 후 에칭

(etching)은 2% 나이탈(질산 2%+에탄올 98%)을 사

용하였다.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OM)과 주사전자현미

경(SEM),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통하여 관찰하였

다. 상분율은 관찰된 미세조직 사진을 이용하여 IIW/

IIS Doc. IX-1533-88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정

량적인 분석을 하였고6)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는 1% 염산+4g picric acid+95%메탄올로 에칭한 

후 image analyz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개재물은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시편 준

비는 thin foil과 replica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관

찰된 데이터를 통하여 개재물의 크기 및 크기분포를 분

석하였고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EDS)를 

통하여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계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 인장 시험 시편과 충격 시험 시편을 전용착 시

편에서 추출하였으며, Universal Testing Machine과 

샤르피 충격 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 및 충격시험을 각

각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금 성분에 따른 미세조직

Fig. 2는 600 MPa급과 800 MPa급 용접금속의 

대표적인 조직 사진이다.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조직을 

분석해본 결과 600 MPa급에서는 입계 페라이트와 

widmanstatten 페라이트, 침상 페라이트가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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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M images of (a) 600 MPa and (b) 800 MPa

grade weld metals

(b)

(a)

30 ㎛

30 ㎛

Fig. 3 Prior austenite grain size of (a) 600 MPa and (b)

800 MPa grade weld metals

고, 800 MPa급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침상 페라이트와 

약간의 저온상(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다량의 광

학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상분율을 측정해 본 결과 600

MPa급 용접금속에서는 75%의 침상 페라이트와 25%

의 입계 페라이트, widmanstatten 페라이트, polygonal

페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었고, 800 MPa급 용접금속에

서는 85%의 침상 페라이트와 15%의 저온상(베이나이

트, 마르텐사이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600 MPa급 용접금속과 800 MPa급 용접금속에서 

차이를 보이는 합금 원소의 영향 즉, 망간이 1.0%에서 

1.8%, 니켈이 0.5%~2.5%, 몰리브덴이 0.1%에서 0.5%

로 변함에 따라 상분율이 달라진 것으로 첨가 합금 원

소의 차이가 상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용접

금속 내에 망간이나 니켈과 같은 원소가 첨가되면 

CCT 곡선을 긴 시간대로 이동시키게 되고, 페라이트 

상의 변태시작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같은 냉각속도 즉,

같은 입열량에서 저온상이 더욱 잘 생성될 수 있다.

Fig. 3은 용접금속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를 측정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실험은 각 시편 모두 용접부의 상부에서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600 MPa급 

용접금속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더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Image analyzer 분석 결과 

600 MPa급은 148 ㎛, 800 MPa급은 97 ㎛의 크기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합금

원소 첨가에 따른 합금원소에 의한 solute drag effect

혹은 생성된 개재물의 크기 및 분포 차이에 의한 

pinning effect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7)
,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개재물의 크기 및 분포 특성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개재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감소는 solute drag effect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효과에 의해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결정립계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결정립계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

면 입계 페라이트의 생성처가 증가하기 때문에 침상 페

라이트보다 입계 페라이트가 더 잘 생성된다. 하지만 

조직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800 MPa급 용접금속에

서는 합금원소의 첨가에 따라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

립 크기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계 페라이트는 존

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800 MPa급 용접금속에서의 첨

가 합금원소의 증가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를 감소시키지만 충분한 경화능을 가짐에 따라 입계 페

라이트를 생성하지 않고 저온상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시 말해 합금원소의 증가가 초기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 사이즈 감소에 따른 경화능 감소 효

과보다는 합금 원소 첨가에 따른 경화능 증가효과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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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micrograph of inclusion and acicular ferrite

in 800 MPa grade weld metal

(a)

1 ㎛

(b)

(c) (d)

1 ㎛

1 ㎛ 1 ㎛

Fig. 5 TEM micrographs of (a) plate type of acicular ferrite in 600 MPa grade weld metal, (b) polygonal ferrite formed at

high temperature in 600 MPa grade weld metal, (c) lath type of acicular ferrite in 800 MPa grade weld metal, (d)

low temperature product in 800 MPa grade weld metal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조직을 관찰해 본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침상 페라이트상은 개재물로부터 핵생성

을 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침상 페라이트 핵생성 기구로는 개

재물의 높은 표면에너지가 침상 페라이트의 핵생성을 

유도한다는 heterogeneous nucleation 이론, 개재물

과 α-페라이트 사이트의 낮은 격자상수 차이에 의해 

epitaxial growth가 가능하다는 lattice matching 이

론, 개재물과 오스테나이트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에너지 감소가 침상 페라이트 핵생성을 

촉진한다는 이론, 개재물이 주변 탄소와 같은 오스테나

이트 안정화 원소와 반응하여 오스테나이트상의 안정성

을 저하시켜 침상 페라이트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화

학적 효과에 의한 핵생성 이론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정확한 기구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2,8-11)
. 따라

서 침상 페라이트를 생성시키고 성장시키는 개재물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면 침상 페라이트의 핵생성 메카니

즘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침상 페라이

트 상분율의 조절 역시 개재물의 함량이나 성분의 조절

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thin foil과 replica

실험을 하여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thin foil을 만들어서 미세조직을 투과전자현미

경으로 분석해 본 결과 Fig. 5과 같이 600 MPa급 용

접금속에서는 침상 페라이트와 polygonal 타입의 페라

이트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800 MPa급 용접

금속에서는 침상 페라이트와 저온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00 MPa급 용접금속에서는 plate형태의 

침상 페라이트가 성장하였고 800 MPa급 용접금속에

서는 lath형태의 침상 페라이트가 성장하였다. plate형

태와 lath형태의 기준은 길이와 폭의 ratio로 구분할 

수 있고12) 같은 냉각 조건에서 오스테나이트에서 페라

이트로 상변태를 할 때 합금원소의 함량이 많은 800

MPa급 용접금속이 600 MPa급 용접금속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변태되기 때문에13)
lath의 폭이 좁아지게 되

는 것으로 사료된다.

Replica 실험을 통하여 각 용접 금속에서 300개의 

개재물을 크기 분포 분석한 결과 Fig.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600 MPa급 용접금속에서의 평균 개재물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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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ze distribution of inclusions in (a) 600 MPa and

(b) 800 MPa grade weld metals

Element C O Al Si S Ti Mn Cu Total

Weight % 1.5 21.5 1.7 4.2 0.2 43 23.3 4.6 100

Atomic % 4 43.6 2 4.9 0.2 29.2 13.7 2.4 10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an inclusion as a role of acicular ferrite nuclei in 800 MPa grade weld

metal

(a)

(b)

Fig. 7 (a) TEM micrographs of inclusions by replica

experiment and (b) TEM/EDS mapping images of

an inclusion as a role of acicular ferrite nuclei in

800 MPa grade weld metal

Ti

o Mn

Fig. 8 TEM EDX spectra of an inclusion in 800 MPa

grade weld metal

는 0.83 ㎛였고 800 MPa급 용접금속에서의 평균 개

재물 크기는 0.77 ㎛였다. 용접부에서 개재물이 차지하

는 부피비율은 각각 0.14%와 0.1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재물의 크기가 0.2

㎛이하일 경우에는 핵생성을 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1.5 ㎛이상일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개재

물의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침상 페라이트의 핵생성

처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 침상 페라이트를 형성하기 위

한 가장 최적의 개재물 크기는 0.4~1.2 ㎛이라고 밝

혀졌다14-17)
. 따라서 600 MPa급과 800 MPa급의 개

재물은 침상 페라이트를 생성하는데 평균적으로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0.4~ 1.2 ㎛

의 개재물이 전체 개재물의 75~80%를 차지하는 것으

로 보아 먼저 실험에서 분석했던 상분율과 연관지어 볼 

때 침상 페라이트를 형성하는 최적의 크기인 0.4~1.2

㎛의 개재물이 대부분 침상 페라이트를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재물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800 MPa급 용접금

속에서 0.4 ㎛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개재물들을 EDS

를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Fig. 7에서 보는 것처럼 거

의 대부분의 개재물은 용접금속의 합금성분이나 개재물

의 크기에 관계 없이 Al, Si, Ti, Mn산화물의 복합산

화물 형태로 존재하였고 EDS를 통하여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Fig. 8과 Table 2에서처럼 주로 Ti산화물

과 Mn산화물의 복합 산화물 형태로 이루어져있었다.

개재물 내부에서 MnS화합물 지역이 발견되었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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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ze distributions of inclusions in 800 MPa grade

weld metals depending on heat input

10 kJ/cm

100  ㎛

20 kJ/cm

100  ㎛

20 kJ/cm

100  ㎛

30 kJ/cm

100  ㎛

30 kJ/cm

100  ㎛

Fig. 9 OM images of microstructures depending on heat input in 600 MPa grade weld metal

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Mn이 S와 결합하여 개재물 

주변에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가 결핍되면서 페라

이트의 성장을 촉진 시킴으로써 개재물로부터 침상 페

라이트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Ti산화

물은 lattice matching 이론에 의해 침상 페라이트를 

생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즉, 침상 페라이트를 

생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개재물은 Ti산화물과 Mn산

화물의 복합 산화물 형태라고 사료된다. 즉, 개재물은 

용접금속의 성분이나 개재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개재물의 

성분이 침상 페라이트를 잘 형성시키는가는 알 수 없었

다. 바꾸어 말하면, 침상 페라이트를 잘 형성시키는 개

재물의 성분은 용접금속의 성분이나 개재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Ti산화물과 Mn산화물의 복합 산화물 형

태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개재물이 침상 페라이트

를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개재물의 크기가 주요 변수

로 작용 하며 이러한 개재물들은 Ti산화물과 Mn산화물

의 복합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2 입열량에 따른 미세조직

입열량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을 관찰해본 결과 600

MPa급과 800 MPa급 용접금속 모두 Fig. 9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입열량이 10 kJ/cm에서 30 kJ/cm로 

증가할수록 침상 페라이트와 저온상의 상분율은 감소하고 

입계 페라이트나 widmanstatten 페라이트, polygonal

페라이트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변태되는 상

의 상분율은 증가하였다. 입열량에 따라 미세조직이 달

라지는 이유는 입열량과 냉각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

기 때문에 입열량이 커질수록 냉각속도는 느려지고 입

열량이 작아질수록 냉각속도는 빨라지므로 상분율의 변

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800 MPa급 용접금

속에서 입열량 변화에 따른 개재물의 크기 분포과 성분

을 분석하였다. Fig.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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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EM micrographs of inclusions by replica experiment and TEM EDX spectra of each inclusion indicated by

circle in 800 MPa weld metals depending on heat input

크기는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개재물 역시 0.49, 0.83,

0.92 ㎛로 크기가 커졌음을 확인하였지만, 성분은 Fig.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슷한 성분인 Ti산화물과 Mn

산화물의 복합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였다. 즉, 개재물

의 성분은 입열량과 무관하지만 크기는 입열량이 증가

함에 따라 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기계적 특성 평가

용접금속의 경도값을 측정해 본 결과 600 MPa급은 

210 Hv, 800 MPa급은 290 Hv의 경도값을 가지고 

있었다. 800 MPa급 용접금속이 600 MPa급 용접금

속보다 경도값이 높은 이유 역시 합금 성분 증가에 따

른 저온상이 800 MPa급 용접금속에 더 많이 나타났

고 저온상이 입계 페라이트나 widmanstatten 페라이

트, polygonal 페라이트보다 더 경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적 특성을 시험해본 결과 인장강도는 600 MPa

급은 637 MPa, 800 MPa급은 838 MPa이었고, 충

격인성 값은 -20 ℃ 에서 600 MPa급 용접금속이 98

J이었고, 800 MPa급 용접금속이 74 J 이었다. 충격

인성 값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파면을 분석해 본 결과 Fig. 12에서 보는 것

과 같이 600 MPa급 용접금속에서는 충격인성에 좋은 

침상 페라이트가 아닌 입계 페라이트에서 파단이 일어

났고, 그 형태는 취성파괴에 가깝지만 부분적으로 연성

파괴가 일어난 부분도 있었다. 800 MPa급 용접금속에

서는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저온의 취약한 

상에서 취성파괴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침

상 페라이트로 인하여 균열의 전파가 방해를 받아 zigzag

의 형태로 전파했음을 확인하였다. 합금 성분의 첨가로 

강도가 200 MPa 증가함에 따라 800 MPa급 용접금

속에서 저온상의 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600 MPa급 

용접금속 보다 조직적으로 취약하여 충격인성이 떨어져

야 한다. 하지만 600 MPa급 용접금속에서는 고온 페

라이트상 중의 하나인 충격인성에 좋지 않은 입계 페라

이트가 존재하고, 이 입계 페라이트는 강도가 800

MPa급으로 상승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은 

자체는 전체적으로 취약해지지만 충격인성에 좋지 않은 

입계 페라이트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충격인성이 조금밖

에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게 됨으로서 결정립 미세화 효과에 의해 

충격인성이 거의 유지되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강도강 용접금속에서 합금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조직은 점점 고온 페라이트에서 저

온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고 결정립은 미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합금성분의 첨가에 따른 개재물의 성분

변화와 개재물의 크기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저온상 

분율의 증가에 따라 강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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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2 SEM micr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s of (a) 600 MPa grade, (b) 800 MPa grade weld metal, and cross

section of (c) 600 MPa, (d) 800 MPa grade weld metal

격인성에 좋지 않은 입계 페라이트상의 분율이 감소했

기 때문에 충격인성은 거의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강 용접금속의 미세조직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에 상용화 

된 600 MPa급과 새로 개발된 800 MPa급 용접금속

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용접금속의 합금성분을 비교해 본 결과 600 MPa

보다 800 MPa급 용접금속에서 Mn이 1.0%에서 

1.8%로 Ni이 0.5%에서 2.5%로 증가하였다. 합금 원

소의 첨가로 인하여 강도가 650 MPa에서 850 MPa

로 증가하였고, CCT곡선을 긴 시간대로 이동시킴으로

써 저온상의 분율이 늘어나고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

립 크기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개재물 크기 및 분포 고

찰로부터 solute drag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개재물로부터 침상 페라이트가 성장하는 것을 확

인하였고 600 MPa급 용접금속에서는 plate형태의 침

상 페라이트가 성장하였고 800 MPa급 용접금속에서

는 lath형태의 침상 페라이트가 성장하였다. 합금원소

의 함량이 많은 800 MPa급 용접금속이 600 MPa급 

용접금속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변태되기 때문에 침상 

페라이트가 plate형태에서 lath형태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평균 개재물의 크기는 0.7 ㎛였으며 개재물의 

성분은 Ti산화물과 Mn산화물의 복합 산화물 형태로 나

타났다.

3) 파단면을 분석해본 결과 고온 페라이트상의 함량

이 많은 600 MPa급 용접금속에서는 충격인성에 안좋

은 입계 페라이트에서 주로 파단이 일어났고 저온상의 

함량이 많은 800 MPa급 용접금속에서는 취약한 상에

서 파단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강도가 800 MPa급

으로 상승하면서 조직은 취약해지지만 충격인성에 좋지 

않은 입계 페라이트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충격인성이 

거의 유지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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