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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py impact test along with metallurgical observation was conducted to evaluate low

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structural steel welds with different welding processes to find out the optimal welding

process to guarantee the required impact toughness at low temperatures. The welding processes employed are shield

metal arc welding (SMAW) and flux cored arc welding(FCAW), which are commonly used welding methods in

construction. The Charpy impact test is a commercial quality control test for steels and other alloy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metallic structures. The test allows the material properties for service conditions to be determined

experimentally in a simple manner with a very low cost. To investigate the impact toughness at low temperatures of the

steel welds, specimens were extracted from the weld metal and the heat affected zone. Standard V-notch Charpy

specimens were prepared and tested under dynamic loading condition. The low temperature impact performance was

evaluated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bsorbed energy and the microstructure. Analysis of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ptimal welding process to ensure the higher low temperature impact toughness of the HAZ and the weld metal

is SMAW process using the welding consumable for steels targeted to low temperature use.

KEYWORDS : cold regions, structural steel welds, charpy impact test, low temperature impact toughness, welding process

1. 서 론

강구조물이 충격에 의해 급격히 파괴될 위험성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커지므로 남극과 같은 극한지에 강구조물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최저온도에 따른 강재의 충격인성을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한다[1]. 또한, 남극에 건설된 Amundsen-Scot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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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강박스 빔, 상부구조물 거치용 트러스 구조 및 상부구조

물 지지용 원형강관 기둥, 그리고 Halley VI 기지의 상부 프

레임, Neumayer 기지의 상부구조물 거치용 트러스 구조 및

상부구조물 지지용 기둥 등의 용접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극

한지에 건설되는 강구조물의 제작시 용접은 필수적으로 수반

되므로, 모재뿐만 아니라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저온 충격인

성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2],[3],[4],[5],[6],[7]. 국내의 경우 용접

구조용 강재에 대하여 -15℃, -25℃, -35℃ 등 3가지 온도

구역별로 적용이 가능한 강재종류 및 최대허용두께에 대한 기

준을 마련하고 있으나[8] 그 이하의 온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강

재에 대한 기준은 물론 저온에서 사용가능한 용접부 및 열영

향부의 충격인성에 관한 기준 및 확보방안은 전무한 상황이

다. 최근 제2남극기지 후보지로 선정된 테라노바베이 등 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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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극한최저기온이 -50℃ 이하에 달하므로 건설되는 기

지에 사용되는 강재에 대한 저온 특성 검토뿐만 아니라, 극저

온 환경하에 노출된 강구조물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충격인

성 검토 및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재의

충격 인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시험평가의 간편성, 소요시간

및 비용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샤르피 충격시험(Charpy

Impact Test)을 통한 시험온도와 흡수에너지로 나타내는 것

이 일반적이다[9],[10],[11].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용접방법

및 용접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강구조물 용접부 및 열영향부

에 대하여 샤르피 충격시험 및 조직검사를 통한 저온에서의

충격인성 평가를 실시하여 강구조물 용접 접합부의 저온 충격

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접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용접재료 및 용접방법을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저온 용접구조용 강재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2. 저온 충격시험

2.1 사용강재

극한지에 건설되는 강구조물에 적합한 용접재료 및 용접방

법 선정 시험에 사용된 강재는 -40℃까지 요구되는 저온충격

인성을 확보하는 저온 선급용 구조용 강재인 EH36이다. 제

강, 제어가열, 제어압연, 제어냉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

들의 공정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성형 완료시 재료

에 최고의 재료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술체계라 정의되고

있는 제어압연법, 즉 TMCP(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법에 의해 제조되는 EH36 강은 탄소당량이 작고

조직이 미세하며 강도 및 인성이 좋다. 또한 종래의 강에 비해

용접성이 뛰어나고 취성파괴에 대한 저항성능이 우수하며, 극

후판 강재에서도 고강도 및 고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12],[13],

[14],[15]. 또한, 선정된 용접방안의 적용성 및 유용성 검증에

사용된 강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저온 용접구조용 강재인

SM520C이다. 본 시험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제조사의 성적

서를 인용하였다. Table 2의 샤르피 충격 인성값의 경우에

는 성적서에 명시되어 있는 데로 EH36 강은 -40℃에서의

값을, SM520C 강재는 -20℃에서의 값을 나타낸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Materials (wt, %)

Base metal C Si Mn P S

EH36 0.08 0.32 1.5 0.008 0.003

SM520C 0.15 0.36 0.15 0.019 0.003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Base metal

Yield

Stress

(MPa)

Tensile

Stress

(MPa)

Elongation

(%)

Impact

Toughness

(J)

EH36 500 572 22 429(-40℃)

SM520C 433 555 25 265(-20℃)

2.2 시험판 제작

강구조물의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극한지 적용성 검토를

위해 용접시험판을 제작하였다. 저온에서의 인성확보를 위한

용접재료 및 용접방법 선정에 사용된 시험판의 전체 폭(B)과

길이(L)는 각각 300mm와 600mm이고 두께(t)는 20mm

로써, Fig. 1과 같이 용접시편으로부터 충격시험편 채취시

열영향부 및 용접부에서의 정확한 노치위치 확보를 위해 베

벨(Bevel) 용접을 실시하여 시험판을 제작하였다. 시험판 제

작시 적용된 용접방법 및 용접재료는 Table 3과 같으며,

Table 4 및 Table 5에 용접재료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

질을 나타내었다. 시험판 제작시 사용된 용접방법들은 강구조

물 제작시 널리 쓰이는 피복 아크 용접(SMAW)과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FCAW)이다. 피복 아크 용접봉과 피용접

물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용접방법

인 피복 아크 용접은 용접장비가 간단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며, 보호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옥외(현

장) 용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계화가 어렵고 아

크율 및 단위시간당 용착량이 낮아 생산성에는 취약한 단점

이 있다. 와이어 중심부에 플럭스가 채워져 있는 플럭스 코어

드 와이어(FC 와이어)를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면서 전류를

통하여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 아크가 발생되도록 하고, 발생

된 아크열로 용융지와 용접비드가 형성되도록 하는 용접방법

인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은 용착속도가 높아 능률적이고

자동화가 가능하여 생산성이 높다. 단점은 피복 아크 용접에

비해 장비가 다소 복잡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장비가 고

가이다[16]. 용접시 사용된 용접재료들은 모두 각 용접방법에

적합한 저온강용 용접봉을 사용하였다. 두 시험판 모두 예열

은 하지 않고 Table 6 및 Table 7과 같은 용접조건으로 본

용접을 실시하였으며, 패스 층간 온도는 온도 센서를 사용하

여 15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용접이끝난후 비파괴 시험인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용접방법 및 그에 따른 저온강용 용접봉을 사용하

여 제작한 강구조물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대한 저온에서의 충

격인성 평가 후, 선정된 SMAW 용접방법 및 용접재료의 유효

성 및 적용성 검토를 위해 저온 용접구조용 강재인 SM520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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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ld Specimen Geometry and Dimensions

Table 3. Welding Processes and Weld Fillers

Base metal Welding process Filler Metal

EH36

Shielded Metal

Arc Welding

(SMAW)

S-76LTH (4∅)

EH36

Flux Cored Arc

Welding

(FCAW)

Supercored 81-K2

(1.4∅)

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Weld Fillers (wt, %)

Filler

Metal
C Si Mn P S Ni Ti B

S-76LTH

(4∅)
0.08 0.35 1.35 0.013 0.004 0.45 0.018 0.0015

Supercored

81-K2

(1.4∅)

0.07 0.36 1.05 0.015 0.006 1.55 0.05 0.004

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 Fillers

Filler Metal
Yield Stress

(MPa)

Tensile Stress

(MPa)

Elongation

(%)

S-76LTH

(4∅)
540 590 30

Supercored 81-K2

(1.4∅)
607 636 28

이용하여 선정시 사용된 용접방법 및 조건 등을 그대로 이용

하여 용접시험판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험판의 전체 폭과

길이는 각각 600mm와 1,200mm이고 두께(t)는 25mm이

며, 용접조건은 Table 8에 나타내었다. 시험판 두께의 차이

로 패스수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Table 6. Welding Conditions (SMAW)

PASS

No.

Heat Input

(kJ/cm)

PASS

No.

Heat Input

(kJ/cm)

1 19.6 9 16.0

2 8.7 10 14.5

3 10.3 11 10.7

4 12.9 12 16.1

5 13.0 13 12.4

6 15.2 14 13.8

7 12.9 15 16.6

8 16.9 Avg. 13.9

Table 7. Welding Conditions (FCAW)

PASS

No.

Heat Input

(kJ/cm)

PASS

No.

Heat Input

(kJ/cm)

1 12.7 6 19.8

2 12.0 7 19.8

3 7.4 8 19.8

4 10.5 9 19.8

5 19.8 Avg. 15.7

Table 8. Welding Conditions (SM520C)

PASS

No.

Heat Input

(kJ/cm)

PASS

No.

Heat Input

(kJ/cm)

1 22.6 10 17.4

2 19.8 11 14.3

3 10.5 12 16.2

4 15.5 13 14.5

5 14.4 14 14.0

6 17.4 15 14.2

7 18.2 16 13.7

8 19.3 17 14.5

9 17.1 18 15.9

2.3 충격 시험편

극한환경에서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인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용접재료 및 용접방법의 선정을 위하여 각각 제작된 용접

시험판의 용접부와 열양향부(Heat Affected Zone)에 대해

서 저온 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샤르피 충격 시험편은 KS

B 0809[17]「금속재료 충격시험편」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그

형상 및 치수는 Fig. 2와 같다. 충격시험편은 Fig. 3과 같이

용접부 중앙(a)과 퓨전 라인에서 1mm 떨어진 위치의 열영

향부(b)에서 채취하였으며, 용접판 두께의 중앙이 충격시험

편 높이의 중앙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SM520C 용접시험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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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m

Fig. 2 Configuration of the Impact Test Specimen

a

b

fusion line +1 mm

weld center line

60
0 

m
m

150 mm 150 mm

Fig. 3 Notch Locations of the Test Specimens

경우 에는 상기 용접부 및 열영향부 이외에 모재에서도 시험

편을 채취하였다.

2.4 시험 방법

샤르피 충격시험은 KS B 0810[18]「금속재료 충격시험방

법」및 KS B 0821[19]「용착 금속의 충격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온도는 재료의 DBTT(Ductile-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연성-취성-천이온도)를 알아보

기 위해 상온 및 -30℃, -40℃, -50℃, -60℃로 정하였으

며, 상온에서는 1개의 시험편에 대해 충격시험을 실시하고

나머지 온도에서는 3개의 시험편을 이용하여 충격흡수에너지

값을 측정하였다. KS B 0810 (2003)에 따라 액조에 시험

편을 넣고 액화 질소를 이용하여 시험편의 온도를 원하는 온

도로 조절한 후 10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시킨 다음 시험편을

액조에서 꺼내어 5초 이내에 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금속재료의 충격 특성치는 재료의 조직에 의해 결정되므로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두가지 용접방법에 의해 제작된 시편

의 모재부,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조직을 분석하였다. 다이몬

드 천을 사용하여 시편을 폴리싱 하고, 니탈 용액으로 에칭한

후 조직사진을 촬영하였다.

3. 시험 결과

Fig. 4에 미국기계학회에서 정의하는 강재의 두께 및 항복

응력에 따른 충격흡수에너지의 기준값을 나타내었다[20]. 특정

사용온도에서 강재의 충격흡수에너지 값이 이 기준값을 초과

하게 되면 그 강재는 해당온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래프를 보면 EH36과 SM520C의 기준값은 모두

27J임을 알 수 있다.

Fig. 5와 Fig. 6에 각각 SMAW로 용접한 경우와 FCAW

로 용접한 경우의 열영향부 및 용접부에 대한 충격시험 결과

를 나타내었다. 시험결과는 각각의 온도에서 측정된 시험편의

충격흡수에너지 값을 심벌을 이용하여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

었고, 결과 그래프에는 해당 충격흡수에너지 기준값인 27J을

함께 도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용접방법에 의한 열영향부와

용접부의 조직사진을 Fig. 7과 Fig.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저온에서의 적용성을 보면 SMAW로 용접한 경우의 용접금

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60℃까지 기준값보다 큰 충격흡수에

너지 값을 나타내어 해당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접금속의 경우 전체적으로 충격흡

수에너지 값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나 FCAW로 용접한 경

우가 약간 크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able 4에서 보

이듯이 FCAW 용접시 사용된 용접금속에 충격인성을 향상시

키는 성분인 Ni이 SMAW 용접시 사용된 용접금속 보다 많

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21],(22]. 또한, 연성파괴 및 취성

파괴의 기준이 되는 연선-취성 천이온도인 DBTT도 두 경우

모두 -40℃에서 -50℃ 사이로 판단된다. 열영향부의 경우에

는 용접금속의 결과와는 달리 SMAW로 용접한 경우가

FCAW로 용접한 경우보다 큰 충격흡수에너지 값을 보이고

있으며(-50℃를 기준으로 약 1.6배 높음), DBTT도 각각

-60℃ 이하 및 -40℃ 이하로 판단되어 SMAW로 용접한 경

우의 열영향부가 더 우수한 저온 충격인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MAW 용접에 비해 FCAW 용접시 높은 입열

(입열량 차: 1.8 kJ/cm) 로 인해 열영향부에서 인성을 향상

Fig. 4 Impact test requiremen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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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mpact Test Results (SMAW)

시키는 침상 페라이트(Acciular Ferrite) 조직이 덜 발달되

었기 때문이다[23]. 이상의 결과에서, 극한지에 용접구조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MAW 용접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FCAW 용접방법보다 저온 충격인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정된 용접방법 및 용접재료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제작

된 SM520C 용접시험판에 대한 저온에서의 충격인성 시험결

과 및 조직사진을 각각 Fig. 9와 Fig. 10에 나타내었다. 결

과를 보면 모재, 열영향부 및 용접부 모두 충격흡수에너지 값

이 실험에 사용된 -50℃까지 기준값을 만족하고 있어 해당온

도에서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함을 알 수 있다. 조직사진을 보

면 모재는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조직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열영향부의 경우에는 저입열 용접으로

인해 용접후 냉각시 재결정에 의한 조직의 조대화는 두드러

지지 않고 침상 페이리트 조직이 발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용접부는 페라이트 및 수지상의 조직이 지배적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온에서의 용접구조물의 충격인성 확

보를 위해 선정된 SMAW 용접방법 및 용접금속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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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pact Test Results (FCAW)

(a) HAZ(×500)

(b) Weld Metal(×500)

Fig. 7 Microstructures (S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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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Z(×500)

(b) Weld Metal(×500)

Fig. 8 Microstructures (FCAW)

(a) Base Metal

(b) HAZ

(c) Weld Metal

Fig. 9 Impact test Results (SM520C)

(a) Base Metal(×500)

(b) HAZ(×500)

(c) Weld Metal(×500)

Fig. 10 Microstructures (SM5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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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강구조물이 충격에 의해 급격히 파괴될 위험성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커지므로 극한지에 강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는 사용되는 강재뿐만 아니라 강구조물 제작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저온 충격인성을 반드시 확

보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서로 다른 용접방법인

SMAW와 FCAW 및 그에 따른 저온강용 용접금속을 사용하

여 용접시험판을 제작한 후, 각 시험판의 용접부 및 열영향부

에 대해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한 저온에서의 충격인성 평가

및 조직사진 분석을 통해 극한환경에 노출된 용접부 및 열영

향부의 충격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접재료 및 용접방법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용접재료 및 용접방법을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용접구조용 강재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 및 적용

성을 확인하였다. 시험결과 극한지에 용접구조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입열 용접인 SMAW 용접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FCAW 용접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충격인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용접구조용강재에 대한 적

용 결과 그 유용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극한지

현장에서 용접을 수행할 경우 용접구조물의 충격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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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용접방법 및 용접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강구조물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대하여 샤르피 충격시험

(Charpy Impact Test) 및 조직검사를 통한 저온에서의 충격인성 평가를 실시하여, 극지 및 시베리아와 같은 저온환경에 노출된 강구조물 용

접 접합부의 충격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접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용접방법은 강구조물 제작시 널리 쓰이는 SMAW

(Shielded Metal Arc Welding)와 FCAW (Flux Cored Arc Welding)이며, 각 용접방법에 따른 저온강용 용접봉을 사용하여 시험판을 제

작하였다. 서로 다른 용접방법으로 제작된 시험판의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대하여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한 저온에서의 충격흡수에너지 값과 미

세조직 분석을 통하여 용접방법에 따른 구조용강 용접 접합부의 저온 충격인성을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극한지에 강구조물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저입열 용접인 SMAW 용접방법 및 그에 따른 저온강용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충격인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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