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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

제해사기구) 에서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

유량 규제를 기존 3.5 % 에서 0.5 % 로 강화하 다. 

강화된 IMO의 규제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황유의 

사용, 스크러버의 장착 그리고 NG(Natural Gas, 천

연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IMO의 규제와는 별

도로 유럽 일부 항만과 싱가 로에서는 개방형 스크러

버 사용을 지하는 지역도 있어 NG 를 연료로 사용

하는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NG를 선박 연료유

로 사용할 경우 하 163도에서 600분의 1로 부피를 

감소시켜 LNG(Liqui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로 만들어 재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

인 선택이다.

  선박의 연료탱크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IGF (Inter- 

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NG 의 액화 온도인 하 163도를 만족시키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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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for liquefied-natural-gas-fueled tanks on ships is growing in accordance with IMO 2020 regulations. 
The use of high manganese steel has increased recently, as this material can be applied at cryogenic service temper-
atures according to IGF code and has economic advantages over other materials. In this study, the high heat input 
welding process, which involves one-side submerged arc welding (SAW) welding with cut wire, is investigat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high manganese fuel tank welding. The Flux cored arc welding and SAW welding proc-
esses are also evaluated and compared with the high heat input welding proces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 
manganese steel satisfied the class requirements and no precipitates were found in the weldment and heat-affec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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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소재는 9% 니 강,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5083, Invar(인바)이다. 추가 으로 2019

년 1월 IMO의 Interim Guideline 에 고망가니즈강이 

사용될 수 있도록 등재됨에 따라 총 5종의 소재가 

LNG 연료탱크 소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고망가

니즈강은 다른 소재에 비하여 고가의 Ni  타 합  원

소들 신 이들 원소 비 렴한 Mn 을 다량으로 첨가

하여 경제 인 소재로서의 장 이 있다.

  선박의 연료탱크는 독립형으로 설계, 제작되어 선박

의 선각에 탑재되는 것이 조선소에서 안벽 작업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유리하며 탱크 자체 량 감을 

하여 강도가 높은 소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9% 니 강이 독립형 탱크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Ni기 용 재료 사용으로 인한 높은 자재 비용, 

용 재료가 소재와는 다른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개선 

시공 후 다층 용 이 필수 으로 요구되어 생산성이 높

지 않은 단 이 있다. 반면 고망가니즈강의 용 은 동

종의 고망가니즈 용 재료를 사용하여 9% 니 강 용

재료인 Ni 기 용 재료보다 렴하며 개선 시공 없

는 two-run 용  공법 한 용 가능하여 생산성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 고망가니즈강을 

용하여 LNG 연료탱크를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련된 용  기술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용 공법  FCAW(Flux Cored 

Arc Welding), SAW(Submerged Arc Welding), 

GTAW(Gas Tungsten Arc Welding)는 검토되어 실

선에 용되고 있다.

  고망가니즈강을 이용한 연료탱크 제작 생산성을 더욱 

향상 시키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Cut wire를 이용

한 편면 SAW(이하 편면 SAW) 용  공법을 선택하

다. 본 용 공법은 기존 SAW two-run 용  공법 

비 턴오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는 반면에 1 

패스 용 으로 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존 용  공

법 비 많은 입열이 투입 된다. 일반 으로 입열 용

에서는 소재의 물리  성능이 하되기 때문에 고망

가니즈강도 편면 SAW 용  하에서 열 향부와 용 부 

성능 확인이 필수 이다. 그와 더불어 일반 으로 리

사용되는 FCAW 와 FCAW+SAW 복합용 공법의 

경우도 비교 평가되었다.

2. 사용 재료

  Table 1 은 본 시험에 사용된 POSCO 社의 고망가

니즈강인 SLMN400A 14 mm와 20 mm 화학성분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시험에 사용된 SAW, FCAW 용 재료의 용착 속 

화학성분을 Table 2 에 나타내었으며 일부 화학성분은 

Cr 당량(Cr + 1.5Si + Mo + 5V + 3Al + 0.5Nb 

+ 1.5Ti)  Ni 당량(Ni + 0.87Mn + 0.33Cu + 

30C + 30(N-0.045), When N is 0~0.2)으로 나

타내었으며 Cut wire 의 성분은 Table 3 에 나타내

었다.

  FCAW  SAW 용 재료는 상용화된 제품을 사용

하 으나 용착량을 증 시키기 한 Cut wire 는 직경 

C Si Mn P S Ni Cr Cu Fe
SLMN400A

14 mm 0.433 0.312 24.257 0.013 0.001 0.350 3.582 0.326 Bal.

SLMN400A
20 mm 0.426 0.267 24.234 0.014 0.001 0.322 3.574 0.313 Bal.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deposit metal of FCAW and SAW

C Si Mn P S Ni
equivalent

Cr
equivalent Fe

FCAW 
deposit 0.32 0.54 19.96 0.006 0.001 28.27 2.29 Bal.

SAW 
deposit 0.47 0.92 20.84 0.009 0.005 31.62 5.94 Bal.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deposit metal of cut wire

C Si Mn Ni Cr Mo Ti Fe

Cut wire 
deposit 0.432 0.76 24.61 1.84 3.17 1.31 0.09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LMN4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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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 길이 1.0 mm 를 가지는 복합 와이어 형태

로 특수 제작 하 다.

3. 실험 방법

  편면 SAW 용 을 용하기 한 모재의 형상은 

Fig. 1 (a) 에 나타내었으며 모재는 14 mm 두께의 

재에 개선각 40 °를 주었고 2 mm 의 루트갭을 설

정하 다. 그 후 표면에서 5 mm 정도 낮게 Cut wire 

를 살포하 고 원활한 백비드 형성을 하여 세라믹 백

킹재를 용  이면에 부착하 다.

  직경 4.0 mm 의 용 와이어를 사용하여 용  류

는 820 A, 용  압 36.0 V, 용  속도 19.8 CPM 

(cm/min)을 용하여 8.94 kJ/mm 의 입열량을 시

편에 인가하 으며 이 때 류 극성은 교류(AC)이다.

  입열 편면 SAW와 일반 용  공법과의 차이 확인

을 해 추가로 상 으로 입열이 은 다층 FCAW, 

다층 FCAW+SAW 혼합 용 공법을 고망가니즈강에 

용하 으며 그 때 용  시편의 형상은 Fig. 1 (b) 와 

같다. 이들 시편은 모재 20 mm 두께에 개선각 50도

를 시공하고 루트갭은 4~5 mm 정도로 유지하 으며 

백비드 형성을 하여 세라믹 백킹재가 이면에 부착되

었다. SAW 공법 용 시 용락을 방지하기 하여 FCAW 

3 pass 가 선행되어 용 되었다.

  다층 FCAW 공법 용  시편에 인가된 입열량은 

1.09~2.16 kJ/mm 이며, 다층 FCAW 와 SAW 혼합 

용  용 용  시편에 인가된 입열량은 FCAW 1.38~ 

1.79 kJ/mm, SAW 3.39~3.68 kJ/mm 이다. 이 

때 용 와이어의 직경  류 극성은 FCAW 와이어 

직경 1.2 mm, 직류 역극성 (DCEP), SAW 와이어 

직경 4.0 mm, 교류(AC)이다.

  물리  성질 평가를 하여 DNV 선 룰에 따라 각

각의 용  시편에서 가로방향 인장시험편 2개, 측면 굽

힘시험편 4 개, 사르피 V 노치 충격시험편 5 조(1 조

당 3 개 시험편), 마크로  경도 시험편 1 개를 채취

하 다. 인장시험은 ASTM E8M, 굽힘시험은 ASTM 

E190, 충격시험은 ASTM E23, 경도 시험은 ASTM 

E92 그리고 마크로 시험은 ASTM E340 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추가 으로 마크로 시험편에서 각 용 공법  입열

에 따른 용 부와 열 향부의 미세조직 한 비교 평가

되었다. 

  미세조직 찰을 한 시험편은 연마  Polishing 후 

10% Na2S2O5 용액에서 5~15  Etching 하여 학 미

경  주사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4. 실험 결과  고찰

4.1 물리  성질 평가 결과

  각 용 시편에서 채취한 가로방향 인장시험 결과는 

2 mm

5 mm 
40 °

SLMN400A
14 mm

(a)

4~5 mm

50 °

SLMN400A
20 mm

(b)

Fig. 1 Welding groove shape of (a) SAW welding with 
cut wire and (b) FCAW and FCAW+SAW multi 
pass welding

Welding process Specimen size (mm × mm) Tensile strength (MPa) Fracture location

SAW with cut wire
14.75 × 25.00 743 Weld metal
14.84 × 24.98 742 Weld metal

FCAW
20.66 × 25.06 754 Weld metal
20.54 × 25.04 764 Weld metal

FCAW+SAW
21.04 × 25.29 689 Weld metal
20.95 × 25.58 681 Weld metal

Table 4 Test results of transverse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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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에 나타내었으며 용  공법과 입열량에 계 

없이 모두 용 부에서 단되어 투입된 용  입열에 의

한 고망가니즈강 열 향부 인장강도 감소 정도는 확인

할 수는 없었다. 용 부 강도는 편면 SAW 용  공법

이 FCAW+SAW 혼합 용 공법에 비하여 높음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편면 SAW의 경우 투입된 용  입열

은 높지만 cut wire 의 화학성분  망간함유량이 높

기 때문에 용 부 강도가 증가하 을 것으로 단된다. 

모든 용 공법에서 DNV 선  요구치인 인장강도 최소 

660 MPa 을 모두 만족하 다.

  측면 굽힘시험은 굽힘지그 반경 19 R로 수행되었으

며 그 때 굽힘 각도는 180 ° 다. 각 용 시편에서 

각각 4 개의 굽힘시험이 수행되었으며 모두 단은 없

었으며 길이 3 mm 를 과하는 개구 한 확인되지 

않았다. 충격시험편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10 X 

10 샤르피 V 노치 2 mm 로 가공되었으며 충격시험

편을 채취한 치는 표면에서 2 mm 지 에서 용 부 

(Weldmetal, W/M), 용융부(Fusion Line, F/L), 

용융부+1 mm (Fusion Line + 1 mm, F/L+1), 

용융부+3 mm (Fusion Line + 3 mm, F/L+3), 

용융부+5mm (Fusion Line + 5 mm, F/L+5) 이

다. 충격시험을 실시한 온도는 -196 ℃ 이며 각 치

에서 3개의 충격시험편으로 시험이 실시되었다. FCAW

와 SAW 의 혼합용  공법의 경우 SAW 용 부에서 

충격시험편이 채취되었고 시험 결과는 Fig. 2 에 나타내었

다. 모든 용 공법과 시험편 채취 치에서 IGF, DNV 

선 에서 요구하는 최소 27 J 을 모두 상회하 다.

  각 용 부의 단면의 용 부, 열 향부, 모재부에 Fig. 3

의 치에 Hv10 (Vickers hardness, 시험하  10 kgf)

으로 경도 측정을 수행하 고 그 때 경도 값은 Table 5 

에 나타내었다. 입열인 편면 SAW 용 부의 GCHAZ 

경도가 다른 용 공법에 비하여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
pa

ct
 a

bs
or

b 
en

er
gy

 (J
)

W/M

140

120

100

80

60

40

20

0
F/L F/L+1 F/L+3 F/L+5 W/M F/L F/L+1 F/L+3 F/L+5 W/M F/L F/L+1 F/L+3 F/L+5     

            (a) (b)                         (c)

Fig. 2  Impact test results of (a) SAW welding with cut wire, (b) FCAW and (c) FCAW+SAW multi pass welding

Table 5 Hardness test results of welding specimen (Hv10)

Welding process
Base metal HAZ Weld metal

1 2 3 4 5 6 7 8 9 10 11
SAW with cut wire 241 243 245 201 198 190 189 192 203 196 204

FCAW 275 282 280 289 275 240 230 261 232 237 239
FCAW+SAW 257 245 256 276 248 242 239 224 238 226 237

1 2 3 4 5
8

6 9 10 11

Fig. 3 Hardness testing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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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용 부의 단면 마크로 시험결과는 Fig. 4 에 나타내

었으며 ISO 5817 level B 의 요구치를 만족함을 확인

하 다.

  물리  성질 평가 결과 편면SAW 용  공법, FCAW 

용  공법 그리고 FCAW+SAW 혼합 용  공법 모두 

DNV 선 룰과 IGF code 에서 요구하는 요구치를 모

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4.2 미세 조직 평가 결과

  4.2.1 용 부 미세 조직 평가 결과

  Fig. 5는 각 용 공법 별 용 속의 표 인 미세

조직이다. FCAW+SAW 용 부의 경우 SAW 용 부

의 마지막 패스의 용 속 찰결과를 나타내었다. 모

든 용 속은 Columnar dendritic structure를 나

타내고 있으며 입열량이 큰 공법일수록 느린 냉각속도

로 인해 Grain size 와 Secondary dendrite arm spac-

ing이 더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6에는 용 속의 SEM image를 나타내었다. 

개재물의 양은 FCAW에서 가장 많았으며 일반SAW와 

편면 SAW는 유사한 수 이었다. Fig. 7에 개재물의 

성분을 나타내었으며 편면 SAW와 일반 SAW 용

속에서는 주로 Al-Mn 계열 산화물 형태 개재물이 

찰되었고 FCAW 용 속에서는 Mn 산화물이나 Mn-Si 

산화물 계열 개재물이 찰되었다. 고망가니즈강에서 

발생하기 쉬운 응고균열, 기공과 같은 결함이나 물리  

성질을 해할 수 의 석출물은 찰되지 않았다. 

  

(a) (b)      (c)

Fig. 4 Macro etch test for (a) SAW welding with cut wire, (b) FCAW and (c) FCAW+SAW multi pass welding

  

(a) (b)      (c)

     Fig. 5 Typical weldment micro structure of (a) SAW welding with cut wire, (b) FCAW and (c) FCAW+SAW multi 
pass welding

    

(a) (b)      (c)

Fig. 6 Weldment SEM image of (a) SAW welding with cut wire, (b) FCAW and (c) FCAW+SAW multi pass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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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열 향부 미세 조직 평가 결과

  열 향부의 미세조직은 Fig. 8 과 Fig. 9 에 나타내

었으며 열 향부의 경우 용  입열로 인한 결정립 성장이 

찰되었다. 본 시험 조건에서는 입열량이 8.94 kJ/mm인 

편면 SAW와 입열량이 3.39~3.68 kJ/mm의 FCAW+ 

SAW 혼합 용 공법의 열 향부 결정립은 최  약 

300 ㎛ 까지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입열량이 

1.38~1.79 kJ/mm FCAW의 경우 열 향부 결정립

은 최  약 150 ㎛ 까지 성장함을 확인하 다. 한 

열 향부에서 물리  성질을 해할만한 석출물은 찰

되지 않았다. 편면 SAW와 일반 SAW 의 열 향부 최

 결정립 크기는 유사하나 입열량이 가장 많은 편면 

SAW 경우 조 한 결정립의 양이 일반 SAW 비 많

기 때문에 낮은 경도를 보인 것으로 단된다.

  시험된 용 공법의 열 향부는 용 속과 마찬가지

로 8.94 kJ/mm의 입열 조건에서도 액화균열 등의 

결함이 없는 건 한 용 부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    론

  고망가니즈강의 용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입열 편면 SAW 용  공법 그리고 일반 인 다층 

FCAW 용  공법, 다층 FCAW+SAW 혼합 용  공

법을 비교 평가한 결과 모든 용 공법에서 선 에서 요

구하는 물리  성질을 모두 만족하 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입열이 증가하더라도 용 부와 열 향부에 물리

    

(a) (b)        (c)

Fig. 7 Weldment SEM image and chemical analysis of inclusion for (a) SAW welding with cut wire, (b) FCAW and (c) 
FCAW+SAW multi pass welding

    

(a) (b)        (c)

Fig. 8 Typical heat affected zone micro structure of (a) SAW welding with cut wire, (b) FCAW and (c) FCAW+SAW 
multi pass welding (× 50)

 

    

(a) (b)        (c)

Fig. 9 Typical heat affected zone micro structure of (a) SAW welding with cut wire, (b) FCAW and (c) FCAW+SAW 
multi pass welding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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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을 하할 만한 석출물은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망가니즈강에 8.94 kJ/mm 정도의 입열

이 인가되는 용 공법이 실제 구조물 생산에 용되더

라도 그 성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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