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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인장시편을 이용한 TIG 용접된 이종금속 접합부의 변형 및 
파괴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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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Joints Using Miniature Tensil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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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formation and failure behaviors of dissimilar metal joints between SS400 steel and 
STS316L steel were investigated. The dissimilar metal joints were fabricated using the tungsten inert gas 
(TIG) welding process with STS309 steel as a filler metal. The microstructures of the dissimilar metal joints 
were investigated using an optical microscope and EBSD techniqu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ase 
metal (BM), heat affected zone (HAZ) and weld metal (WM) were measured using a micro-hardness and 
micro-tension tester combined with the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technique. The HAZ of the STS316L 
steel exhibited the highest micro-hardness value, and yield/tensile strengths, while the BM of the SS440 
steel exhibited the lowest micro-hardness value and yield /tensile strengths. The grain size refinement in 
the HAZ of SS400 steel induced an enhancement of micro-hardness value and yield/tensile strengths 
compared to the BM of the SS400 steel. The WM, which consists of primary δ-ferrite and a matrix of 
austenite phase, exhibited relatively a high micro-hardness value, yield /tensile strengths and elongation 
compared to the BM and HAZ of the SS400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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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용접기술을 이용한 이종금속(dissimilar metal)의 

접합부(joints)에 관하여 super-duplex 스테인리스강/오스테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1], DP600/DP980강[2], 스테인리스

강/IF강[3] 및 페라이트강/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4]

을 모재(base metal, BM)로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uper-duplex 스테인리스강/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과의 이종금속 접합부는 우수한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 

때문에 해양구조물에 적용되어 왔다 [1]. 그러나, 응고균열이

나 바람직하지 않은 이상 (second phase)의 형성으로 인하여 

이종금속 접합부의 물성이 열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5]. 모재의 화학조성의 차이와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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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함의 이종금속 접합부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페라이

트강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의 이종금속 접합부

는 화학, 석유화학, 발전소 및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

다 [4,6]. 고온에서 작동되는 발전 산업 부품은 산화와 부식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

는 반면,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부품은 비교적 낮은 가격의 

페라이트강이 사용된다 [7]. 페라이트강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의 이종금속 용접 접합의 연구는 주로 미세

조직과 기계적 성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내

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8-11]. 최근에는 이종금속 접합부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용접 후 열처리(post-weld 

heat treatment, PWHT)의 영향도 보고된 바 있다 [12]. 용접 

시 발생하는 상변태(phase transformation)로 인해 발생하는 

이종금속 접합부의 구성상의 변화는 기계적 성질, 부식성 및 

용접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13]. 페라이트강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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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Materials C Si Mn P S Cr Ni Cu Mo Fe
STS316L 0.019 0.58 1.07 0.028 0.004 16.76 10.23 0.3 2.03 Bal.

SS400 0.15 0.02 0.42 0.21 0.06 - - - - Bal.
STS309 0.05 0.42 1.55 - - 23.12 13.09 - - Bal.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issimilar metal joint.

Fig. 2. Macrostructure of the dissimilar metal joint.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의 이종금속 접합부를 구성하

고 있는 BM, 열영향부 (heat affected zone, HAZ) 및 용접부 

(weld zone, WZ)의 기계적 성질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상

온 및 고온에서 외부 기계적 자극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불균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용접 접합부의 불균일한 

변형거동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14,15].  또한 용접 접합부의 기계적 거동의 불균일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16]. 이종금속 접합부의 불

균일한 기계적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BM, HAZ 및 WZ에 해당하는 국부적인 재료의 기계적 성질

을 각각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BM, HAZ 및 

WZ에 해당하는 영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준시

편을 이용한 기계적 성질을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일반적

으로 관심있는 영역의 기계적 물성은 미소경도를 측정하여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tungsten inert gas (TIG) 용접공정으로 제조

된 SS400강/STS316L강의 이종금속 접합부의 변형 및 파괴

거동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종금속 접합부를 구성하

는 BM, HAZ 및 WZ에 대한 초기 미세조직 분석 및 미소경도

를 측정하였으며, 자체 제작한 마이크로 인장시험기 

(micro-tensile tester)과 DIC기법을 결합하여 소형 인장시편

의 일축인장 시 변형 및 파괴거동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그림 1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처럼 두께 20 mm의 SS400

강과 STS316L강을 TIG 용접공정을 이용하여 접합하였다. 

각 모재의 시편 좌표계는 압연방향(RD), 폭방향(TD), 수직방

향(ND)를 서로 일치시켰으며, 용접방향(WD)은 TD와 평행

하게 하여 TIG 용접을 실시하였다. TIG 용접 시 보호가스로

는 Ar을 사용하였으며, 용접에 사용된 BM (SS400강

/STS316L강) 및 용가재(filler metal)로 사용한 STS309강의 

화학적 조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TIG 용접 시 사용된 전류 

및 전압은 각각 280 A, 28 V이었으며, 10 cm/min 의 속도로 

용접을 수행하였다. 총 9번의 TIG 용접을 통하여 이종금속 

접합부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TIG 용접 시 입열량 (28.33 

kJ/cm)은 아래 식(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Heat input  = 
･･ (1)

여기에서 와 S는 각각 열효율과 용접속도를, I와 V는 각

각 전류와 전압을 나타낸다.

시편의 두께방향으로 이종금속 접합부의 중심에 발달하는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WD에 대해 수직 단면(RD-ND

면)을 절단한 후 Marble의 용액(copper sulfate 10 g, 

hydrochloric acid 50 ml, distilled water 50 ml)과 혼합용액

(hydrochloric acid 20 ml, nitric acid 20 ml, acetic acid 20 ml)

을 이용하여 매크로 에칭을 수행하였다. 매크로 에칭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각 영역별(C1: SS400강의 BM, C2: 

SS400강의 HAZ, C3: WZ, C4: STS316L강의 HAZ, C5: 

STS316L강의 BM)에서 발달하는 미세조직을 측정하기 위하

여 그림 2에 소형 인장시편의 단면과 동일한 영역을 노랑색 

직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각 해당 영역에서 채취한 시편은 

일차적으로 다이아몬드 연마액(diamond suspension)과 콜로

이달 실리카(colloidal silica)를 이용하여 기계적 연마를 수행

하였다. 이후 SS400강은 nital 4% 용액, (nitric acid 4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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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lding Condition.
Welding Condition

Diameter of Filler Metal 3.2 mm
Welding Current 280 A

Voltage 28 V
Welding speed 10 cm/min
Shielding Gas Ar

Heat input 28.33 kJ/cm
Number of Pass 9

Fig. 3. Micro-tension tester and miniature tensile specimen.

Fig. 4.  Microstructure in the dissimilar metal joint: (a) C1, (b) 
C2, (c) C3, (d) C4 and (e) C5.

ethly alcohol 96 ml)으로 STS316L강은 Acetic Glyceregia 용

액 (nitric acid 3 ml, hydrochloric acid 9 ml, acetic acid 2 ml, 

glycerin 1 ml)을 이용하여 각각 화학적 에칭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광학현미경(Olympus GX-51)을 이용하여 미세

조직을 관찰하였다 [17,18]. 이종금속 접합부의 각 영역별 미

세조직의 결정립 크기 및 상분석을 위해 FE-SEM(JEOL 

JSM-7100F)에 부착된 EBSD(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을 이용하였다. C3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300 μm × 

300 μm의 면적과 0.5 μm 의 간격으로, C3 영역에서는 100 μm 

× 100 μm의 면적과 0.2 μm의 간격으로 EBSD 맵을 얻었다 

[19]. 이종금속 접합부의 미세조직과 경도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림 2에 표시된 붉은 선을 따라 Vickers 경도

기(Mitutoyo MVK-E3 Hardness tester)를 이용하여 압입하중

이 500 gf, 유지시간이 10초인 실험조건에서 미소경도를 측

정하였다. 미소경도의 측정은 이종금속 접합부의 단면 중심

부에서 1 mm 간격으로 수행하였으며, 3번 측정한 후 평균하

였다.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

하여 그림 2와 같이 TIG 용접된 이종금속 접합부에서 1 mm 

두께의 소형(miniature) 인장시편을 가공하였고[20], 그림 3

과 같이 자체 제작한 마이크로 인장시험기(micro-tension 

tester)와 DIC(digital image correlation, GOM ARAMIS 3D 

5M LT)기법을 결합하여 일축인장을 수행하였다. 소형 인장

시편은 폭 2 mm의 균일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 변형률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DIC 

기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불균일한 스

펙클 패턴(speckle pattern)을 소형 인장시편 표면에 분사시킨 

후 3×10-3/s의 변형률 속도로 일축인장 거동을 실험적으로 측

정하였다 [21,22]. 이종금속 용접부의 위치에 따른 파괴거동

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축인장 후 파단면을 FE-SEM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으며, 파면에서 발생하는 파괴기구를 실험적

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종금속의 용접 접합부의 일축인장 시 변형 및 파괴 거동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접 후 초기 미세조직을 분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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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chanical property in each region.

Region Grain Size
(μm)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C1 28.13 261.99 471.36 30.45
C2 15.43 287.19 464.32 30.91
C3 - 321.62 551.07 40.15
C4 30.34 365.68 674.17 69.03
C5 36.19 315.88 641.74 70.40

Fig. 5. Inverse pole figure map of the dissimilar metal joint: (a) 
C1 and (b) C2.

Fig. 7. Inverse pole figure map of the dissimilar joint:  (a) C4(γ
-phase), (b) C4(δ-phase) and (c) C5.

Fig. 6. Inverse pole figure map of the C3 region: (a) γ-phase and 
(b) δ-phase.

가 있다. 그림 4는 그림 2에서 보여준 이종금속의 각 위치별

용접부 단면에서 측정된 광학조직의 결과를 보여준다. 

SS400강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C1영역(그림 4(a))과 C2

영역(그림 4(b))에는 등축정(equiaxed grain)의 페라이트 조

직에 일부 펄라이트(pearlite)가 발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1영역보다 WZ에 가까운 C2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세한

결정립이 발달하였다. C2영역에 발생한 결정립 미세화 경향

은 용접 시 발생한 열로 해당 영역의 온도가 Ac3 점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냉각 시 상변태가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

다. C1 및 C2영역의 결정립 크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EBSD를 이용하여 IPF(inverse pole figure)맵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를 그림 5(a)와 (b)에 나타내었다. 두 영역 모두 강

한 집합조직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5°의 불일치각도를 기준

으로 측정한 평균 결정립 크기의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4(c)는 STS309강의 WZ에 위치한 C3영역의 미세조직

을 보여준다. C3영역에서는 응고셀의 중심에 꾸불꾸불한 형

상의 초정(primary) δ-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기지로 구성

된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응고모드 (FA mode)를 보이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11]. C3영역에 발달하는 두 상의 형상을 보

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EBSD를 이용하여 오스테나이스

와 δ-페라이트의 IPF 맵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6(a)

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응고셀의 중심을 따라 10% 이하

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생성된 꾸불꾸불한 형상의 δ-페라이트

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림 4(d)와 (e)는 각각 WZ와 인

접한 STS316L강의 HAZ인 C4영역과 STS316L강의 BM인

C5영역에서 측정한 미세조직의 결과이다. 광학조직의 결과

에서는 C4영역과 C5영역의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는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EBSD를 이용

하여 오스테나이스와 δ-페라이트의 IPF 맵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a) 및 (b)로부터 C4영

역은 오스테나이스와 δ-페라이트의 두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C4영역에 존재하는

STS316L강에서는 용접 시 고온에서 형성된 δ-페라이트가

용접 후 결정립 부근에 잔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C5영역은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C4 및 C5영역에서 분석된 결정립 크기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은 미세조직과 미소경도 분포와의 상관관계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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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hardness profile of the dissimilar joint.

Fig. 9. Evolution of longitudinal strain on miniature tensile 
specimen corresponding to C3 region during uniaxial tension.

Fig. 10.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by micro-tension tester.

하기 위해 그림 2에 표시한 붉은선을 따라 이종금속 접합부

중심부에서 측정한 미소경도 결과를 보여준다. SS400강의

평균 경도값은 ~130 Hv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값을 보였으며, BM 내부에서는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

였다.  SS400강의 BM으로부터 용융선(fusion line)까지 대략

3 mm길이의 구간에서는 경도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표 3에서 보여주듯이 C2영역이 C1영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한 결정립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두 용융선 사이 영역인 WZ은

SS400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79 Hv 수준의 평균 경도

값을 가지며, 중심부에서 약간 낮은 경도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융선부터 WZ에 인접한 STS316L강의 BM까지

의 경도값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TS316L

강의 HAZ에서는 ~185 Hv의 평균 경도값을 보였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경도값을 갖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 STS316L강의 BM에서는 ~181 Hv의 상대적

으로 약간 낮은 평균 경도값을 가졌다. 이는 WZ 부근의

STS316L강에는 용접 후 잔존하는 δ-페라이트가 오스테나이

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3]. 즉, δ-페라이트가 없는 STS316L강의 BM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 값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종금속 접합부의 각 영역 별 미세조직과 일축인장거동

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마이크로 인장시험기와 DIC

기법을 결합하여 응력-변형률 곡선을 측정하였다. 그림 9은

DIC기법을 이용하여 일축인장 시 C3영역에서 채취한 소형

인장시편의 표면에 발생하는 인장방향 변형률 분포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인장방향으로의 변형률(εx)이 증가함에 따

라 변형초기에는 시편 표면 전체에 걸쳐 비교적 균일한 변형

분포를 보이다가 인장강도를 지나면서 불균일한 변형분포를 

보이며 확산네킹(diffuse necking)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은 이종금속의 용접접합부의 응력-변형률

곡선의 결과를 보여준다. SS400강의 기지인 C1영역은 가장

낮은 항복강도의 값을, SS400강의 HAZ인 C2영역은 C1영역

에 비해 약간 높은 항복강도의 값을 보였다. 인장강도는 두

영역 모두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초기항복강도의 차이

는 그림 2(a)와 (b)에서 보여주듯이 초기 결정립 크기가 상대

적으로 미세한 C2영역이 약간 높은 항복강도를 보이는 것으



13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제55권 제2호 (2017년 2월)

Fig. 11. Fractographs of dissimilar joints: (a) C1, (b) C2, (c) C3, 
(d) C4 and (e) C5.

로 판단할 수 있다. 이종금속 접합부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C3영역은 SS400강의 기지와 HAZ에 해당하는 C1 및 C2영

역에 비해 높은 항복강도,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런 경향은 단순 경도 측정결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매우 유용한 이종금속 접합부의 물성 정보로 판단된

다. STS316L강의 HAZ인 C4영역은 가장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값을 보였으며, 연신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측

정되었다. STS316L강의 BM인 C5영역은 비교적 높은 항복

강도 및 인장강도를 보이며, 가장 높은 연신율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C4영역이 C5영역에 비해 항복강도가 높은 이유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은 δ-페라

이트가 일부 영역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판단

된다.

이종금속 접합부의 각 영역 별 미세조직과 일축인장 시 파

괴거동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일축인장 후 시편의 

파단면을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3000배의 동일한 배율에서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금속 

접합부의 각 영역에서 관찰되는 파괴 시 발생하는 딤플

(dimple)의 크기와 분포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a)와 11(b)는 각각 C1 및 C2영역에 해당하는 시

편에서 일축인장 후 시편의 파단면에 대해 측정한 결과이다. 

이 두 영역에서 발생한 딤플은 비교적 조대하고 명확한 

cup-cone형상의 연성파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

으며, 이 시편의 낮은 연신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C3영역

에 해당하는 파면의 형상은 그림 11(c)에 일부 확대한 파단면

의 조직과 함께 나타내었다.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딤플의 크

기는 C1 및 C2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하였으며,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보이면서 뚜렷한 cup-cone형상의 연성파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축인장 시 파단면에서 상

대적으로 미세하고 균일한 뚜렷한 cup-cone형상의 딤플 발생

은 C3영역에 해당하는 시료가 C1 및 C2영역에 해당하는 시

료에 비해 높은 연신율을 갖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림 11(d)와 11(e)는 각각 C4 및 C5영역에 해당하는 시편에서 

일축인장 후 시편의 파단면의 측정 결과이다. 이 두 영역에서 

발생한 딤플의 크기 및 분포양상은 매우 비슷하였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하고 균일하게 분포하며 뚜렷한 

cup-cone형상의 연성파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에서 실험적으로 관찰되었던 바와 같이 C4와 C5영역

에 해당하는 시편이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시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연신율을 갖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4. 결     론

TIG용접된 SS400강과 STS316L강으로 구성된 이종금속

의 접합부의 변형 및 파괴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 인

장시험기와 DIC기법을 결합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IG용접 후 용융선을 기준으로 미세조직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용접 시 열의 영향이 비교적 미미한 모

재에서는 등축정의 조직이 관찰되었다. SS400강의 HAZ는 

용접 시 발생한 열에 의하여 Ac3 점 이상의 온도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냉각 시 발생하는 상변태로 SS400강의 모재 영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한 미세조직이 발달하였다. 그 결과 

SS400강의 HAZ는 SS400강의 모재에 비해 높은 평균 경도

값과 항복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TS309강의 중

심부는 응고셀의 중심에 미세한 꾸불꾸불한 형상의 초정 δ-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기지의 미세조직이 발달하였으며, 

경도, 항복강도, 인장강도 및 연신율의 기계적 성질 모든 측

면에서 SS400강보다 우수하였다. STS316L강의 HAZ는 오

스테나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도가 높은 이유는 용접 시 

고온에서 형성된 δ-페라이트가 결정립 부근에 잔존하여 나타

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STS316L강의 HA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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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316L강의 모재에 비해 경도,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가 상

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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