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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 와 극지방과 같은 극한환경에서의 지하자원 채굴

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강도와 우수한 온인성을 갖

는 해양구조물  라인 이 용 강재에 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라인 이 용 API-X120, 해양

구조물용 HY-130과 같은 1 GPa  고강도 강재가 

개발되고 있다1-3). 이에 따라 1 GPa  강재의 맞춤

형 용 재료 개발을 한 합 설계 연구가 꾸 히 수행

되고 있으나4-6), 아직까지 상용 제품의 생산은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결정립 미세화는 속재료의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향

상시키는 가장 효과 인 방법이므로, 재의 경우 제어

압연과 가속냉각을 통해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고강도 

 고인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 이다7). 한편 용

속의 경우 제어압연과 같은 기술 용이 불가능하고, 

용융 속의 냉각에 따른 응고와 고상변태에 의해 최종 

미세조직이 결정되므로 결정립을 미세화하기 해서는 

침상형 페라이트(acicular ferrite)의 분율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 침상형 페라이트는 용 속에 존재하

는 비 속개재물(non-metallic inclusion)로부터 핵

생성되어 사방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정립 크기를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8-1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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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1 GPa class weld metal was prepared by multi-pass welding using a prototype flux-cored wire, and the correla-
tion between microstructure and low-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the weld metal was investigated. The micro-
structure of the as-deposited columnar region and the equiaxed region reheated by subsequent welding passes was 
observed, and it was found that low-temperature transformation products such as bainite and martensite mainly de-
veloped in both regions. Since the prior austenite grains were coarse in the columnar region, the effective grain size 
of the final microstructure could be large; in this case,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the weld metal was very low. However, in the weld metal used in this study, acicular ferrite was formed inside the 
grains of the columnar region; the effective grain size and grain boundary misorientation distribution of the final mi-
crostructure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equiaxed region, and a good low-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the weld 
metal wa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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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용 속을 고강도화하기 해 합 원소량을 증가

시키게 되면 경화능(hardenability)이 커지게 되어 침

상형 페라이트보다는 베이나이트(bainite), 마르텐사이

트(martensite)와 같은 미세조직의 발달이 우세해지

게 된다. 따라서 용 속이 고강도화할수록 침상형 페

라이트 형성을 한 구동력을 높이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 침상형 페라이트 핵생성에 미치는 비 속개

재물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기 한 연구가 꾸 히 수

행되고 있다6,10-12).

  최근 용착 그 로 상태의 단층(single-pass) 용

속과 Gleeble에 의해 재 된 재가열 용 속에서의 

미세조직 분석과 충격인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13). 그러나 재까지 다층(multi-pass) 실용 부

를 상으로 한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용 럭스 코어드 

와이어(flux cored wire)를 이용하여 다층용 한 인장

강도 1 GPa  용 속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충격

인성과의 상 계를 고찰하 다. 다층 용 속에서 나

타나는 용착 그 로 상태의 주상정 역(columnar zone)

과 후속패스에 의해 재가열된 등축정 역(equiaxed 

zone)에서의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침상형 페라이트 

형성에 따라 주상정 역의 유효결정립도가 감소하고 

고경각입계 분율이 증가하게 되어 양호한 온 충격인

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 다. 

2. 실험 방법

  1 GPa  고강도강 용 속을 제작하기 해 두께 

20 mm의 AH36 강 을 개선각 45°로 하여 사용하 고, 

시험용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이용하여 약 20 kJ/cm

의 입열량으로 다층용 을 실시하 다. 보호가스는 80% 

Ar + 20% CO2 혼합가스를 사용하 고, 200℃이상의 

열  층간온도를 유지하 으며, 용 후열처리는 실시하

지 않았다. 학발 분석기(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분석한 용 속의 화학조성을 Table 1에 

제시하 다.

  비커스경도계를 이용하여 300 g의 하 으로 0.5 mm

의 간격을 갖는 1769개 지 의 경도를 측정하여 용

속 단면에서 30 mm × 14 mm 역내의 경도 분포

를 확인하 으며,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용 속의 

인장특성을 평가하 다. 충격인성은 샤르피 충격시험기

를 이용하여 -40℃에서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

다. 인장  충격시편은 ISO 15792에 따라 용 속

의 앙, 즉 두께의 1/2 지 에서 채취하 다. 인장시

편의 경우 길이방향을 용 방향과 동일하게 하여 용

착 속(all-weld-metal) 시편을 제작하 으며, 충격시

편은 길이방향이 용 방향과 수직이면서 노치를 용

속의 앙에 치하게 하 다.

  용 속의 미세조직 분석을 해 학 미경(optical 

microscopy, OM),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자후방산란회 (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EBSD), 투과 자 미경(trans- 

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이용하 다. 

OM  SEM 찰을 한 시편은 기계  연마 후 2% 

nital 용액으로 에칭(etching)하 으며, EBSD 분석을 

한 시편은 5% perchloric acid + 95% methanol 

해액을 사용하여 해연마 하 다. 개재물 분석을 해 

TEM, 제한시야회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에 지분 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 

troscopy, EDS)를 이용하 으며, TEM 분석을 한 

시편은 jet polisher를 이용하여 비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용 속의 매크로사진과 경도 분포를 Fig. 1에, 인

장시험 결과를 Fig. 2에 제시하 다. 후속패스에 의한 

템퍼링 효과로 인해 상 으로 경도가 낮은 역도 있

C Si Mn Ni Cr Mo P S Al Ti Fe

0.081 0.56 2.26 2.59 1.06 0.57 0.014 0.007 0.022 0.008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weld metal (wt%)

Hv 

Fig. 1  Macrograph and hardness map of the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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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ss-strain curve of the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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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체로 340 Hv 이상의 매우 높은 경도를 나타내

며, 1050 MPa의 인장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은 OM  SEM을 이용하여 찰한 용착 그

로 상태의 주상정 역과 후속패스의 열 향에 의해 

재결정된 등축정 역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두 

역 모두 부분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온변태 조직이 발달하 으며, coalesced 베이나이트 

조직도 일부 찰되었다. Coalesced 베이나이트 조직

은 상변태 구동력이 매우 클 때 방 차가 작은 인 한 

래스들이 성장단계에서 유착(coalescence)됨으로써 형

성되기 때문에 상변태 온도가 낮은 1 GPa  고강도

강 용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9,10,13-15). 한편, 주상정 역은 일부 래스(lath)들이 

서로 얽 있는 구조를 가지는 반면, 등축정 역의 경

우 인 한 래스들이 같은 방향으로 길게 성장하여 블록

(block)  패킷(packet)의 크기가 상 으로 조

하며 coalesced 베이나이트의 크기가 큰 것으로 찰

되었다. 이것은 최근 연구9,10,13)에서 보고한 바 있듯이 

등축정 역과 달리 주상정 역의 결정립 내부에서는 

침상형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래스들의 성장  유착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상정 역에서는 침상형 페라이

트가 개재물로부터 핵생성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반

면, 등축정 역에서는 거의 찰되지 않았다.

  Fig. 5는 TEM을 이용한 용 속의 개재물 분석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개재물은 결정상인 MnS, MnTi2O4

와 비정질상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연구결

과에 따르면 개재물 표면에 치한 MnTi2O4의 경우, 

페라이트 래스와의 격자 정합성이 높은 동시에 주 에 

용착 그 로 상태에서 Mn-결핍층을 형성하므로 침상형 

페라이트의 핵생성 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0,12). 

(a) (b)

400㎛

(c)

Fig. 3  (a) OM micrograph of the weld metal, (b, c) SEM 
micrographs of the columnar zone and equiaxed 
zone of the weld metal. B: bainite, M: martensite, 
CB: coalesced bainite, PAGB: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a) (b)

Fig. 4  TEM micrographs of the weld metal, (a) columnar 
zone, (b) equiaxed zone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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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n 

Mn 

Mn 
Ti 

O 

O Si 

Al

Fig. 5 The typical type of inclusions in the weld metal: 
(a) BF image, (b-d) SAED pattern and EDS of the 
MnS, amorphous, and Mn Ti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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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속패스에 의해 재가열된 지역에서는 균질화에 

의해 Mn-결핍층이 사라지게 되어 개재물의 핵생성 능

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등축정 역에서 침

상형 페라이트가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EBSD를 이용해 분석한 용 속의 역극

도(inverse pole figure)  결정립계 방 차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주상정 역에서는 결정립 내부의 

개재물로부터 핵성된 침상형 페라이트에 의해 방향성 

없이 비교  무질서한 래스들이 주로 형성된 것을 찰

할 수 있다. 반면 침상형 페라이트가 발달하지 못한 등

축정 역에서는 인 한 래스들이 유사한 방 를 갖는 

경우가 다수 찰되었다. 평균 유효결정립도(effective 

grain size)는 주상정 역에서 5.7 ㎛, 등축정 역

에서 6.0 ㎛이며, 15°이상의 고경각입계 분율은 주상

정 역과 등축정 역에서 각각 81%와 73%으로 확

인되었다. 주상정 역이 등축정 역보다 prior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크지만, 최종 미세조직의 유효

결정립 크기와 고경각입계 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이는 고상변태 시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내부

에서 침상형 페라이트가 형성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

로 단된다.

  침상형 페라이트의 형성이 주상정 역의 유효결정립

도와 결정립계 방 차 분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Fe-0.06C-0.31Si-1.7Mn-2.9Ni-0.33Cr-0.47Mo- 

0.17Ti의 조성을 갖는 용 속의 주상정 역을 상

으로 EBSD 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해당 용 속은 977 MPa의 인장강도를 

가지며, 낮은 침상형 페라이트 분율로 인해 -40℃에서

의 평균 충격에 지는 10 J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6). Fig. 7에서 보듯이 해당 용 속은 평

균 유효결정립도가 18.4 ㎛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

속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고경각입계 분율

은 61%이다. 즉 침상형 페라이트 조직의 유무에 따라 

용 속 주상정 역의 유효 결정립도  결정립계 방

차 분포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언 한 Fe-0.06C-0.31Si-1.7Mn-2.9Ni- 

0.33Cr-0.47Mo-0.17Ti의 조성을 갖는 용 속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1 GPa  용 속의 -40℃에서 평

균 충격에 지를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합

원소량의 증가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 속이 

인장강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충격에 지는 

52J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효결정립도가 작고 고경각입계 분율이 높을수록 균열

를 효과 으로 방해하게 되어 온 충격인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6). 본 연구에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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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EBSD analysis of the weld metal, (a) 
columnar zone, (b) equiax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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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metals with different allo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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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용 속이 1 GPa를 상회하는 높은 강도를 가짐

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온 충격인성을 가지는 것은 주

상정 역에서 침상형 페라이트가 형성됨으로 인해 최

종 미세조직의 유효결정립 크기가 감소하고 고경각입계 

분율이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험용 럭스 코어드 와이어를 이용

하여 다층용 한 인장강도 1 GPa  용 속의 미세

조직을 분석하고 온 충격인성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용착 그 로 상태의 주상정 역과 후속패스의 열

향에 의해 재결정된 등축정 역의 미세조직을 찰

한 결과 두 역 모두에서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온변태 조직이 발달한 것을 확인하 다. 주상정 

역은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조 하므로 최종 

미세조직의 유효결정립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층 용 속의 온 충격인성은 매우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층 용

속의 경우 주상정 역의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내부에서 침상형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최종 미세조직의 

유효결정립 크기와 결정립계 방 차 분포가 등축정 

역과 유사한 수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1 GPa를 

상회하는 높은 강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온 

충격인성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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