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조선해양구조물 강재는 Fig. 1과 같이 반제품인 슬라브를 

압연하여 가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결정이 한 방향으
로 늘어지는 섬유형상 조직을 형성한다. 그래서 압연강재는 
방향에 따라서 기계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 다른 이방성
(anisotropy)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1 Rolled steel plate
이러한 특성으로 대다수의 Code & Standard에서는 두께

방향으로 Tensile stress가 크게 작용할 때 Fig. 2와 같은 
Lamella tear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두께방향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한 Z-Quality 강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Fig. 2 Lamellar tearing
일반적으로 선급 또는 국제규격의 강재는 제조 후 인장시험, 

충격시험, 초음파검사 등 물리시험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장
시험은 두께방향을 제외한 rolling방향과 평행한 Longitudinal 방향
과 수직인 Transverse 방향만을 고려한다. Z-Quality 강재는 
추가적으로 두께 방향 시편(specimen으로 인장 테스트(tensile 
test)를 수행하여 줄어든 시편 단면적이 규정치를 만족한 강재를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2.4항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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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nsile test direction
Z-Quality 강재의 두께방향 특성(Through thickness 

property)을 개선하기 위해 제강공정 시 취성을 증가시키는 
황(Sulphur)을 가능한 낮게 관리하거나 두께방향에 취약한 
개재물인 MnS를 감소시키는 칼슘(Ca)을 첨가하여 개재물 
구상화 처리 공정을 거친다. 또한 후판공정 시 강압하 압연
을 통해 중심부 기공(Porosity)을 제거하고 압연 종료 후에 
열처리(Normalizing)를 하여 두께방향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두께방향 특성은 TMCP < 일반압연재 < 열
처리재 순으로 좋고 강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좋지 않은 경
향을 보인다. 

최근 조선해양 구조물의 대형화와 엄격한 환경하중의 적
용으로 후판 강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용접설계 측면에서도 
완전용입(CJP) 용접이 십자 조인트(Cruciform joint)와 함께 
적용되는 구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접잔류응력에 
의한 두께방향 Tensile stress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
이다. 그러나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의 증가는 설계 시 검토
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설계에 사용하는 FE해석 모델
의 경우 SOLID 요소가 아닌 SHELL 요소 모델을 많이 사용
하여 용접형상의 반영이 어렵고 3D-FE(3 dimensional finite 
element)해석으로 잔류응력을 구하더라도 적정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용접조건과 구조부재의 형상을 고려
한 다양한 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두께방향 Tensile stress를 
손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간이식을 도출하였고 Z-Quality 강재 
적용기준도 제시하였다.

2. Z-Quality 강재 적용 사례와
강도 평가

본 장에서는 Z-Quality 강재 적용 대상이 되는 구조물의 
사례와 해당 구조의 건전성 평가 절차를 소개하였다.

2.1 Z-Quality 강재 적용검토가 필요한 구조
Table 1과 같이 crane pedestal과 그 하부 deck plate, 특

정 계류장치의 연결 부 등 lamella tearing 우려가 있는 구조
에 Z-Quality 강재를 적용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사양이 적용되는 조선해양 구조물에서는 두께방향의 특
성 평가와 해당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Table 1 Specification for Z-Quality steel
Specification Requirement

DNV-OS-C102

Continuous deck plate under crane pedestal 
shall have Z-quality steel with minimum 
extension of 500 mm.  If the pedestal is 
continuous through the deck plate within 
0.6L amidship, the pedestal plate shall have 
Z-quality steel with minimum extension of 
500 mm above and below the deck.

LR Rules for 
Classification of 
Offshore Units

For critical joints, Z35 will be required. For 
certain critical joints with a restricted load 
path this criterion would be subject to special 
consideration, for example, mooring fairlead 
attachments and anchor line or hawser 
connection.

GS EP STR 652 
(General specification 

of TOTAL)

Z 35 quality steel shall be used in assemblies 
whenever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5 e + s ≥55 and e ≥20 and s ≥25 with 
s: main receiving member thickness in mm 
and e: branch incoming member thickness 
in mm.

그리고 선급룰이나 사양서에 특정하지 않더라도 두께방향
으로 tensile stress가 크게 작용하는 구조에는 Z-Quality 
steel 사용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그 예로 longitudinal 또는 
transverse bulkhead가 십자 조인트로 연결되는 deck 
plate(Fig. 4), towing 및 lifting 장비의 base plate(Fig. 5), 
hull deck와 side shell에 연결되는 대형 appurtenance 구조
의 base plate(Fig. 6)가 있다. 

Fig. 4 Cruciform joint of bulk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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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mit bracket

Fig. 6 Topside module support

To be check for Z-Quality steel application

Fig. 7 Beam structure
Fig. 7과 같이 stiffened plate 구조가 아니라 해양구조물

에 많이 적용되는 beam 구조에서도 H-Beam, Tubular가 
T,K,Y 형태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두께방향 tensile 
stress를 검토하여 Z-Quality 강재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2.2 Service Load에 의한 Stress 평가
구조물이 운용되는 동안 구조물에 작용하는 principal 

load에 의해 발생되는 강재 두께방향의 tensile stress는 두
께방향의 특성을 검토하는 기본적인 평가항목이다. 그러나 

Shell 요소에 의한 FE 모델에서는 두께방향 stress를 직접 확
인할 수 없기 때문에 Fig. 8과 같이 인접한 element의 Z방향 
tensile Stress를 읽어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
용한다.

Fig. 8 Z-Direction tensile stress for flare tower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3D-FE 해석으로 용접형상까지 

반영하여 두께방향의 tensile stress를 확인해보면 용접에 의
한 응력의 분산효과로 인해 shell요소로 평가한 결과보다 작
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case study를 수행하였고 식(2.1)과 같은 간이식을 
도출하였다. 이 식을 이용하면 shell요소로 평가한 abutting 
plate의 service tensile stress만 알면 용접형상을 고려한 주
판의 응력(으로 보정 할 수 있다. 단, 용접 형상이 커지면 
service tensile stress는 감소하겠지만 welding에 의한 
tensile stress는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max × min (2.1)
: 상부와 하부의 용접형상을 고려한 tensile stress 
: 좌측과 우측의 용접형상을 고려한 tensile stress
  max ×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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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elding에 의한 Stress 평가 
조선해양 구조물의 설계에서 구조물이 운용되는 중의 

principal load에 의한 tensile stress만으로 Z-Quality 강재 
적용유무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조 중 용접에 
의한 tensile stress 또한 lamella tearing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 용접에 의한 
tensile stress를 평가하는 해석적 기법으로 MSC. Mark와 같
은 비선형 유한요소해석(Fig. 9)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 설계 단계에서 용접부마다 welding stress를 검토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Fig. 9 Welding stress analysis
이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축적된 다양한 

welding stress 결과를 분석하였고 구조물의 형상, 각도, 편
심, 곡률, 두께와 같은 기하학적 요인과 상하부 welding 

beads의 단면적, 용접재료의 항복강도와 같은 용접 수축력
에 대한 요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판의 두께 방향 응
력을 손쉽게 추정할 수 있는 식(2.2)를 도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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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Z-directional tensile stress
 : yiled stress of weld material
 : configuration factor

 : angle  &  e: eccentricity

 
 : curvature

h: thickness  &  A: area of welding beads

식(2.2)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tensile stress를 줄
이기 위해서는 용접에 의한 수축력 자체를 조절하거나 용접
되는 주판의 구속력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용접 수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재와 항복응력의 
차이가 가능한 작은 용접재료를 사용하거나 용접에 의한 입
열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과도용접을 회피하는 용접설계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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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다. 또한 용접이 되는 주판 상하의 용접위치가 가능한 
일치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예열을 통해 용접부와 그 주변
부의 온도차이를 줄여 열응력에 의한 잔류응력을 최소화시키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Fig. 10에서는 완전용입(CJP) 용접 
시 2:1개선보다 1:1 개선을 적용했을 때 입열량이 분산되는 
효과로 welding stress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적절한 보강이 필요한 구조에서 구속력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Tubular 구조에서 배치적인 문제가 없다
면 두께는 줄이고 외경을 크게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평판을 가공하여 Tubular를 만드는 경우는 진원도를 맞
추기 위한 반복되는 bending 가공으로 두께방향 박리에 취약
한 평판의 특성이 더 악화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가공 조건
이 lamella tearing의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이론적인 검토가 
어려우므로 Tubular 두께가 25mm이상이면 Z-Quality 강재를 
적용할 것을 권장하며 용접 시 예열과 welding sequence를 
준수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10 Welding stress and welding bevel

2.4 Z-Quality 강재의 종류와 적용 기준
일반적으로 Z-Quality 강재는 Fig. 11과 같이 인장시험에

서 수축한 시편의 단면적량(Reduction Area, RA)을 측정하
여 Z15, Z25, Z35로 구분하여 생산되고 있다.

Table. 2 Quality Class & Min. Value for the reduction of 
area

Qualityclass
Reduction of area in %

Minimum average value of three tests Minimum individual value
Z15 15 10
Z25 25 15
Z35 35 25

  

Fig. 11 Through-thickness tensile test

Fig. 12 Material selection for Z25 & Z35
RA  = (초기단면적  - 파단 시 단면적) / 초기 단면적 (2.3)

한편 BS EN 1993-1-10:2005 (EN 1993-1-10 :2005/AC)
의 through thickness property 평가방법에서 몇 가지 사례를 
Fig. 12와 같이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선급룰과 연계하였고 
Z-Quality 강재 중 Z25와 Z35를 적용하는 기준을 수치화하
였다. 

결과적으로 일반강재와 Z25, Z35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3에서 두께방향의 tensile stress가 재료 항복강도의 
50% 기준은 BV Rule을 인용했으며 LR Rule 적용 시 Rule 
permissible stress의 50%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Z35
를 적용하는 상한 기준 관련, EN 강재는 through thickness 
tensile strength가 min. tensile stress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선급강재의 경우 압연방향 대비 두께
방향의 강도 규정이 별도로 없고 BV Rule에서만 재료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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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ality Class according to tensile stress
평가기준 적용 강재

두께방향의 tensile stress가 재료의 항복강도의 50% 이하 일반강재
두께방향의 tensile stress가 재료의 항복강도의 50~70% Z25
두께방향의 tensile stress가 재료의 항복강도의 70% 초과 Z35

강도의 75% 이내에서 Z35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러므로 75%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접설계, 구조형상 
등을 변경하여 tensile stress를 줄이거나 관통조건을 바꾸는 
등 구조재료 선정 외 다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결 론
조선해양 구조물의 설계 시 대부분의 code & standard에

서는 Z-Quality 강재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guide하
고 있다. 

첫째, 운항 중 service tensile stress 뿐만 아니라 건조 중 
용접에 의한 tensile stress도 through thickness property 검
토 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두께방향의 tensile stress가 선급룰의 허용응력 또
는 재료의 항복강도의 50%를 초과하면 Z-Quality 강재를 주
판(abutted plate)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Critical joint에 대해서는 Z-Quality 강재 중 Z25가 
아닌 Z35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용접응력을 쉽게 추정
할 수 있는 방법과 일반강재와 Z25, Z35 강재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유한요소해
석을 이용하지 않고 두께방향 tensile stress를 추정하는 방
법과 Z-Quality 강재를 적용하는 기준을 기존의 code & 
standard보다 구체화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설계 

시 구조물의 전체적인 through thickness property를 빠르게 
추정하여 구조강재 선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주문주와
의 관련 협상에서 기술적인 근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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