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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고강도강의 용 성은 온균열 항성으로 변되는데, TMCP강과 HSLA강 등이 개발되면서 고강

도강의 온균열 항성이 크게 향상되어 무 열 용 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용 재료 측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료의 개발이 지연되어 강재 개발로 인한 우수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

으며 용 부의 건 성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강도강에 용시킬 수 있는 무

열 용 재료의 필요성이 두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용 재료의 

개발단계에서 합 설계는 가장 요한 항목으로 합  조성에 따라 용착 속의 강도  인성에 상당

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합 원소  Al은 강재의 탈산을 돕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양의 첨가

를 요구하지만 정량 이상을 과하게 되면 오히려 용착 속의 온인성 특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GMA 용착 속의 Al함량을 단계 으로 변화시켜 용착 속 내 최 의 Al의 

함량을 찾고자 하 다. 한 높은 비용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와이어로드를 제작하지 않고도 

Al함량을 조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 다. 실험의 모재는  HSLA-100강을 사용하 으며 

용 재료는 ER120S-G 의 GMA용  재료를 사용하 다. 모재 성분과의 희석을 방지하기 해 

V-Groove 가공 후 6패스 Buttering 용 을 실시하 고, 다시 Buttering용 부에 V-Groove 가공을 하

여 최종 용 을 실시하 다. 이 때 Al함량을 조 하기 해 최종 용  개선부 면에 홈을  후 Al 

fiber(직경 0.3mm)를 깔고 용 (입열량 20kJ/cm)하여 Al함유량을 총 3가지(0.003~0.04% Al)로 제어하

다. 용  후 각각의 시편에 해 미세조직, 충격시험, O/N분석, 성분분석 등의 시험을 수행하여 

온인성과의 상 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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