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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용 YP 690 MPa급강 다층 용접부의 재열 균열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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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heat cracking that occurs in the reheated weld

zone formed by subsequent multi-pass welding and the preheat/interpass temperature. The multi-pass

weldment was YP 690 MPa high-strength steel, which is used in mobile offshore platform units. The welding

process was flux-cored arc welding (FCAW), which coupons were constrained by welding to simulate an actual

constraint condition. Three preheat/interpass temperature ranges were employ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dment subjected to preheat/interpass temperatures higher than 80°C satisfied the relevant specifications.

In the bending testing, a weldment subjected to a preheat/interpass temperature range of 50-60 °C was

fractured. The results demonstrated reheat cracking in the reheated weld zone in multi-pass weldments.

Reheating cracking (RHC) was initiated at carbides precipitated along the grain boundaries, induced by multi-

pass heating; some cracks were arrested in the reheated zone and the others propagated to the columnar weld

metal. The hardness of the cracked specimen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pecimen subjected to a higher

preheat/interpass temperature, confirming that a susceptible microstructure had formed due to the faster

cooling rates. In the analysis of weld residual stress, the specimen with the lower preheating/interpass

temperature range showed higher tensile residual stress than that of high preheating/interpass temperature

range. Therefore RHC in the reheated zone of the weldment was mainly affected by grain boundary carbides,

a higher hardness, and residual stresse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mechanism of RHC and

assessment of structural integrity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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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플랜트의 일종인 잭업 리그(Jack-up Rig) 및 풍력설

치선(WTIV)의 하부구조물(rack & chord)에 주로 사용되는

강재는 YP690 MPa급 QT강이다 [1]. 고강도강인 QT강은

열영향부 및 용접부에서의 저온 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 이들 저온 균열은 용접 금속부의 확산성 수소와 잔류

응력 및 경한 조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B. Alexandrov 등은 YP690 MPa급 QT강의 피복

아크용접(SMAW) 및 가스 메탈 아크용접(GMAW) 용접부

에 대하여 저온균열 특성을 연구하였다 [9]. 그들은 저온

균열 성장 경로가 확산성 수소량의 감소 및 열영향부 경도

증가에 따라 용접 금속부에서 용융선(fusion line) 및 열영

향부로 이동됨을 확인하였고, 균열의 크기는 예열온도 및

입열량에 의존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YP680~800 MPa

급 강재의 다층 용접부에서 발생되는 저온 균열에 대하여

도 보고되고 있다 [10,11]. 그러나, YP690 MPa급 강의

FCAW 다층 용접부에 있어, 후행 패스의 열이력에 의하여

선행 패스의 일부분이 재가열 되어 발생된 재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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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eated zone)부의 재열 균열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 힘

들다. 대부분의 재열 균열에 관한 보고는 Cr-Mo강의 후열

처리 영향[12,13], 또는 고온 환경에서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14,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r-Mo강과 달리 저온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YP 690 MPa급 QT강의 다층 용접부에서

예열/층간 온도가 재열 균열 발생 및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나아가 재열 균열의 크기를 고려하여

용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2. 사용 모재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용 YP690 MPa급 QT강을 사

용하였고, 화학성분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용접은 AWS

A5.29 E111TK-K3C 와이어를 이용하여 플럭스 코어드 아

크 용접을 수행하였다. 균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

열 및 층간 온도를 각각 50도-60도, 80-100도 및 120-

130도로 제어하여 용접을 수행하였다. 상세한 용접조건 및

이음부 형상은 표 2 및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용접시공승

인 시험에서 용접균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제 구조물

용접에서는 구속도의 영향으로 균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 구조물과 동일

한 구속조건을 재현하기 위하여 용접 coupon을 먼저 구속

시킨 후에 본 용접을 수행하였다. 용접 균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 완료 후 48시간 경과 후에 첫 초음파(UT)시

험을 수행하였고, 이후, 한 달 동안 매주 1회씩 정기적으

로 검사를 수행하여 균열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다. 표 3

에 초음파 탐상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고강도 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온 및 저온균열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

인하였다. 이후, 예열 및 층간 온도의 변화에 따른 인장,

경도, 충격특성 및 잔류응력을 평가하였다. 인장 시험은 용

착 금속부에서 채취한 시험편에 대하여 ASTM A 370-11

에 의거하여 수행하였고[16], 용접부 경도시험은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Vickers Hardness Test Machine: FV-700)

을 이용하여 1 kg의 하중으로 실시하였다 [17]. 충격시험은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YP 690 MPa steel (maximum
wt% unless stated otherwise).

Element C Si Mn P S N

Specification

of ABS 

classification

0.20 0.55 1.70 0.030 0.030 0.02

Chemical analysis 0.14 0.20 1.14 0.028 0.0003 0.004

Table 2. Welding conditions.

ID
Current

(A)

Voltage

 (V)

Heat Input

(kJ/cm)

Preheating & 

Interpass Temperature (oC)

CTWD

(mm)

Shielding 

Gas

JW1

200~230 25–27

13.2 50–60

20 CO2JW2 18.1 80–100

JW3 17.4 120–130

Table 3. Results of non-destructive test (ultrasonic testing).

ID
Time after welding

Remarks
1 week 2 weeks 3 weeks

JW 1

No recordable 

indicators

No recordable 

indicators

No recordable 

indicators

-Standard block : IIW-V1

-Probe information :

.Type : U-Pro&MWB45

.Freq. : 4 MHz

.Sensitivity(dB) : 6dB

JW 2

JW 3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welding joint.

Fig. 2. Preparation of welding coupon: (a) before welding; (b) aft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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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채취하였으며, ASTM E23-12에 의거하여 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 [18]. 또한, 용접부 결함 존재 유무를 재확인하

기 위하여 굽힘 시험도 수행하였다

용접부 미세조직 및 균열 관찰을 위하여 시험편을 연마

한 후에 Nital 3%로 10초간 부식하고, 광학현미경을 이용

하여 X500 및 X1000배율에서 관찰하였다. 균열 형상, 카

바이드의 존재 및 파면은 주사전자현미경(SEM/EDS)를 이

용하여 관찰하였다. 예열/층간온도 변화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 또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사용한 프로그

램은 MSC MARC 이며, 열원 모델은 Goldak’s double

ellipsoidal heat source를 이용하였다. 기하학적/재료적 조

건은 동일조건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용접 입열량, 용접 패

스 및 적층 방법은 실제 용접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류 조건은 보수적인 자연대류(Natural Convection)를 이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BS 7910에 의거, 재열 결함의 위치

및 크기가 구조물의 건전성(수명)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

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인장 및 충격 특성

용접 예열 및 층간 온도에 따른 인장 특성을 그림 3에

나타내었는데, 예열/층간 온도에 관계 없이 강재규격을 만

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열 및 층간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예열/층간 온도 50~60도 시험편에 비

해, 80-100도 시험편의 강도 저하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충격 시험은 온도 별로 3개의 시험편을 시험하였

고, 그 평균값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충격에너지는 예열

/층간 온도가 높아질수록 인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예열/층간 온도의 역할은 냉각 속도를 지연시켜 조

직 내의 경화조직 형성을 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예열

/층간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고, 인성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미세조직 평가

예열/층간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을 그림 5에 나타내었는

데, 결정립을 따라 단속적으로 하얗게 형성된 조직은 입계

페라이트(Grain Boundary Ferrite, GBF)이다. 이 GBF에

이웃하여 뾰족하게 뻗어난 판상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이

것은 사이드 플레이트 페라이트 (Side Plate Ferrite, SPF)

라 하며, 이 조직은 강이 A3점 이하 온도로 빨리 냉각되

었을 때 생성된다. GBF와 SPF 이외의 바늘형태로 나타나

는 조직은 침상 페라이트 (Acicular Ferrite, AF)로, 용접

시 냉각속도가 빠른 경우 용접 금속 및 열 영향부의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 내부에 생성되는 페라이트 조직이며 폭이

좁고 길게 연신된 바늘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5(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열/층간 온도가 낮은 시험편인 경우, 빠

른 냉각속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날카로운 침상 페라이트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예열/층간 온도가 증가할수록 침상 및

다각형 페라이트의 사이즈가 성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균열의 발생 원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초음파 탐상 검사를 이용하

여 균열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굽힘 시험을 통하여 균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굽힘 시험 후의 시험편 사진을

그림 6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a), (b)와 같이 예열/층간 온

도가 50-60 oC인 시험편에서는 2개의 굽힘 시험편 모두 파

단 된 결과를 보였고, 예열/층간 온도가 높은 시험편에서

는 결함이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균열은 그림 7, 그림
Fig. 3. Vari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with the preheating/
interpass temperature.

Fig. 4. Variation of the impact energy with the preheating/interpas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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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및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행 패스에 의하여 재

가열된 영역에서 발생되었고, 일부는 재열 영역에서 정지

된 반면, 일부 균열은 주상정 용접금속부(columnar weld

metal)까지 진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열 영역에 다수

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 크기는 1

mm 수준으로 성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SEM을 이용하여 파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0에서, 굽힘 시험 후의 파단 된 시험편의 파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균열은 결정립계를 따라 발생된 파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재열 영역인 (a), (c)에서는 입상정

Fig. 5. Microstructure of FCA weld metal at preheating/interpass
temperature of (a) 50–60 oC, (b) 80–100 oC, and (c) 120–130 oC
(AF : Acicular Ferrite, GBF : Grain Boundary Ferrite, SPF : Side
Plate Ferrite).

Fig. 6. Side bend testing results: preheating/Interpass temperature of
(a) & (b) 50–60 oC, (c) & (d) 120–130 oC.

Fig. 7. Crack initiation point of specimen subjected to preheating/
Interpass temperature of 50-60 oC.

Fig. 8. Reheat cracking morphologies observed by optical
microscopy(A: reheated weld zone, B: columnar wel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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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서 발생된 입계 균열을 보여주고 있고, (b)에서는

주상정(columnar grain)을 따라서 발생된 입계 균열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에는 수

많은 카바이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Cr-Mo강의 경우,

후열처리에 의한 HAZ부의 재열 균열은 거대한 초석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계(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에 형성된

카바이드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12,14,19].

특히, Xiaowel Lei 등은 2.25 Cr-Mo강의 용접 금속부에

있어 후열처리(PWHT)에 따른 재열 균열의 원인을 규명하

였고, 조대한 입자 크기와 결정립계 카바이드 및 잔류응력

Fig. 9. Reheat cracking morphologies observed by SEM.

Fig. 10. Morphology of the fractured surface and the EDS analysis results.

Fig. 11. SEM photomicrographs of the fracture surfaces (arrows
indicate the void owing to debonding of carbide from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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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재열 균열이 발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본 연구에서도 그림 11(a) 에서와 같이 카바이드 주위에

많은 균열이 형성되어 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고, (b)에서는 균열이 합체되어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균열은 카바이드 주위에서 형성되어 결정립계를 따라

서 성장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의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카바이드와 조직의 접착분리에 의해 생

성된 동공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열영향부의

재열 균열에 대한 카바이드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에서도 용접 금속내의 재열 영역에서 카바이드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2에서는 결함이 발생된 위치의 좌우 10 mm내 경

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예열/층간 온

도가 높아질수록 경도 값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느린 냉각속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균열이 발

생된 시험편의 경도 값은 조선 해양산업의 탄소강 용접부

에 대한 경도 상한인 350 HV에 근접한 경향을 보이고 있

고, 또한 예열/층간 온도가 높은 시험편 대비 40-50 HV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균열 발생에

민감한 조직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예열/층간 온도에 따른 잔류응력 변화를 평가

하였다. 용접에 있어 잔류응력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특히 다층 용접부는 선행 패스에 대한 후행 패스의 열 이

력으로 인하여 열영향부 대비 더욱 복잡한 잔류응력 상태

를 유발한다 [20]. C. Heinze 등은 예열 및 층간 온도에

따른 잔류응력의 분포를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해석

하였는데, 예열/층간 온도가 증가할수록 잔류응력이 완화됨

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예열 대비 층간 온도가 잔류응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다 [21]. 이에 본 연

구에서도 예열/층간 온도인 60도, 130도를 적용하여 잔류

응력 변화를 해석하였다. 그림 13에 사용한 모델을, 그림

14 및 15에 잔류응력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열 균

열의 발생 방향을 고려하여 용접선에 수직인 잔류응력을

Fig. 12. Hardness profiles around a cracked region.
Fig. 13. Weld model for residual stress analysis.

Fig. 14. Results of residual stress according to variation of preheating/interpas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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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방향으로 추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잔류응력 분포 형

태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용접부의 잔류응력 크기는 항복응력 수준으로 평

가되고 있는데, 본 해석 결과에서도 표면부의 잔류응력은

항복강도 수준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열/

층간 온도의 변화에 따라 root부의 잔류응력은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특히 균열이 발생된 부위에서는 예열/층간 온

도에 따라 각각 193 MPa 및 261 MPa을 보여주고 있다.

예열/층간 온도가 낮은 시험편의 잔류응력이 높은 시험편

대비 35% 정도 높은 인장 잔류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동일 용접조건이더라도 예열/층간 온도 차이에 따른

루트부에서의 냉각속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항복 수준의 잔류응력이 존재하는 표면과 달리, 재열

균열과 같은 내부 결함인 경우, 잔류응력 해석을 통한 결

과를 평가에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접근이라 판단된

다. 이상의 결과에서, 경한 조직 및 결정립계 카바이드 및

높은 인장 잔류응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열/층간 온도가

낮은 시험편이 예열/층간 온도가 높은 시험편보다 균열에

더 민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재열 균열 발생 메커니즘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용접부내 재열 균열의 발

생 메커니즘을 그림 16에 설명하였다. 카바이드는 그림 10

및 11을 근거로 입계에 존재함을 표현하였고, 카바이드와

주위 조직의 접착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1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경도가 높은 조직은 낮은 조직에 대비,

스프링의 개수 즉, 강성(stiffness)을 증가시켰다. 또한, 용

접부내에 존재하는 인장 잔류응력을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외력이 가해진 경우, 변형에너지를 유

발한다.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잔류응력이

주어진 경우, 스프링이 하나로 표현된 연한 조직은 스프링

이 많은 경한 조직에 비하여 연신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

다. 즉, 충분한 변형에너지 흡수를 통하여 결정립계의 카바

이드 부위까지 에너지의 전달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단단한 조직은 강성이 높아서 strain의 발생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주어진 하중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정립계의

카바이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카바이드와

주위의 접착력이 동일한 경우, 연한 조직대비 단단한 조직

에서 입계의 카바이드와 주위 조직의 분리(debonding) 현

상이 쉽게 발생되어 균열로 성장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

라서, 예열/층간온도가 낮은 시험편에서 높은 인장 잔류응

력, 경한 조직 및 카바이드의 존재에 의하여 재열 균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3.5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적합성 평가는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설

계 수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성 특성, 하중 특성

및 허용 가능한 최소 결함 크기 등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Fig. 15. 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es: (a) through thickness (b) detailed for cracked area.

Fig. 16. Mechanism of reheat cracking in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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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기법은 구조물의 사용 중에 발생된 결함에 대하

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지만, 제조

공정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보수 유무 등의 합리적 판

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열 균열 크기가 용접 구조물의 수

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평가는 BS 7910의 FAD option1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였

으며, 기본 입력 조건은 표 4에 정리하였다. 설계하중은 산

업체의 실적을 고려하여 항복응력의 20% 수준의 primary

stress를 부여하였고, secondary stress는 잔류응력 평가 결

과(그림 15)를 사용하였다. 파괴 인성은 구조물의 사용환

경(-20도)에서 실시한 충격 인성(그림 4)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또, 구조물의 수명을 20년으로 하고, 피로수명의

크기와 반복횟수, 주기 및 와이블 파라메타를 선정하였다.

결함 형태는 그림 17과 같이 재열 균열을 고려하여 내부

균열(embedded flaw)로 정의하였고, 그 외 용접부의 기계

적 특성은 실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적합성 평가

결과로 얻은 초기 구조물의 허용 결함 크기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이는 구조물의 수명 및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결함을 의미한다. 재열 균열의 크기(결함

높이)가 증가할수록 길이(결함 폭)가 기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1 mm 이내의 결함은 80 mm까지, 5 mm

크기(높이)인 경우 7 mm 결함 길이까지 허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들 크기는 용접 비파괴 검사에서 충분히 검출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재열 균열은

그 크기를 고려할 때,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

이하임을 확인하였고, 결함의 유해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때, 적합성 평가 방법이 유의함을 제시해 보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플랜트용 YP 690 MPa급 QT강의

예열/층간 온도에 따른 용접부내 재열 균열의 발생 원인과

잔류응력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예열/층간온도를 변화하여 용접한 결과, 예열/층간 온

도 50-60도로 용접한 시험편에서 용접부 재열 균열이 발

생되었고, 80도 이상의 예열/층간 온도를 유지한 시험편에

서는 건전한 용접부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2. 재열 균열은 결정립계 균열 형상을 보였고, 입계에 존

재하는 카바이드에서 균열이 발생되어 성장됨을 확인하였

다. 또한, 균열이 발생된 시험편의 경도는 예열/층간 온도

가 높은 시험편 대비 높은 경향을 보여 균열에 민감한 조

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잔류응력 해석 결과, 표면에서의 잔류응력은 예열/층

간 온도에 관계없이 항복 수준의 크기를 보였으나, 균열이

발생된 루트부에서는 낮은 예열/층간 온도의 시험편이 높

Table 4. Data information used in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Items detailed

FAD Option1(Tensile properties)

Structural geometry Flat plate

Flaw geometry Embedded/Buried

Toughness value, MPa √ m 111.2 (based on impact energy)

Primary stress, MPa 138 (20% of yield stress)

Secondary stress, MPa 291 (Tensile residual stress)

Stress range, MPa 138

Wave frequency, s 12.4 

Weibull shape parameter 1.0

Crack growth rate
Marine environment

(BS7910 recommended)

Fig. 17. Flaw definition (Embedded flaw).

Fig. 18. Initial acceptable flaw size of an embedded f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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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도의 시험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장 잔류응력

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4. 용접부내 재열 균열은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카바이드,

주위의 높은 경도 및 인장 잔류응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

로 판단되고, 그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또한, 구조

물 적합성 평가 기법을 통하여 초기 허용 가능한 결함 크기

를 평가하였고, 발견된 재열 균열의 크기가 구조물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님을 정량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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