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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탄소강 FCA 용착금속의 고온균열 저항성과 저온 충격인성에
미치는 보론과 망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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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t crack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flux cored arc (FCA) welds were

investigated with three kinds of welding consumables having different boron (B) and manganese (Mn)

contents for high strength carbon steel. The hot crack resistance, measured from self-restraint testing,

strongly depended on the amount of B in the welding consumable. Welding consumables with higher B

contents resulted in longer total crack length and an increased number of cracks. Boron was intensely

detected near the grain boundary of the weld centerline by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SIMS)

analysis, and precipitated with boron carbide (Fe23(C,B)6), as analyz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This promoted hot crack propagation in the high strength carbon steel welds.

However, removing B from the welding consumable decreased the low temperature toughness for root

and face weld metals, due to the growth of ferrite side plate (FSP), compared with welding consumables

having more B or Mn contents. The addition of Mn in the weld metal suppressed the formation of FSP

and increased low temperature toughness. Therefore, the minimization of B and the supplement of Mn

successfully achieved hot crack resistance and low temperature toughness for high strength carbon steel

welds of 550 MPa tensile strength.

 (Received October 5, 2018 ; Accepted November 17, 2018)

Keywords: hot crack resistance, low temperature toughness, self-restraint testing, FCA welds, boron, manganese

1. 서 론

고온균열은 용접 중 또는 용접 직후에 300 oC 이상의

고온에서 용접부의 수축 및 외부 구속 등에 의한 인장 응

력과 균열에 민감한 조직이 만나면 발생하며, 고온균열은

발생 위치에 따라 용착금속에서 발생하는 응고균열과 열영

향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액화균열로 구분된다. 고온균열 발

생의 주요 원인은 인(P)과 황(S)의 용해도가 낮은 결정구

조인 면심입방정(FCC)의 오스테나이트 기지 조직 때문으

로 알려져 있어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및 니켈

합금과 같은 고합금강에서 고온균열 관련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1].

탄소강의 경우, Submerged Arc Welding 기법에 대해서

Units of Crack Susceptibility를 기준으로 탄소, 인 및 황

의 감소가 고온균열 저항성을 높이며[2,3] Shielded Metal

Arc Welding에 대해서는 니켈 함량의 증가가 고온균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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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성을 높인다고 보고 되었다 [4]. 그러나 불순물이 과거와

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탄소강 Flux Cored Arc

(FCA) 용접재료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 상에 표준 용접 조

건 대비 고전류 및 고속 용접의 경우 고온균열 문제가 발

생하고 있지만, 고온균열 방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탄소강 합금 설계에서 보론(B)은 모재 및 열영향부의 강

도 및 충격인성 확보를 위해 첨가될 수 있으며[5,6], 탄소

강 용착금속에서도 보론은 강력한 결정립 미세화 원소로

5-30 ppm의 소량 첨가로 강도 확보가 가능하다 [7]. 그리

고 보론은 티타늄(Ti)과 적절한 함량 조합을 통해서 저온

충격인성 확보가 가능하여[8], 최소 인장강도 550 MPa급

FCA 용접재료에 보론을 첨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론

의 첨가에 따라 탄소강 FCA 용착금속에 대해서 저온균열

발생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9], 고온균열

에 대한 보론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결과 및 고온균열 감수

성 지수에서도 보론의 영향을 고려한 지수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0]. Incoloy 800과 같은 니켈합금의 열영

향부 고온균열에 대해서는 보론 함량이 100 ppm까지 증

가함에 따라 균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

[11],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도 보론이 고온균열 저항성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고 한다 [12].

본 연구는 고강도 탄소강 FCA 용착금속에 대해서 보론

함량이 고온균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보론의 함량 변화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확인하

여 고온균열을 방지하는 동시에 망간(Mn)과 같은 성분을

조정하여 기계적 물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2. 사용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재료 및 용접조건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 선급재 AH36은 Thermo-

Mechanically Controlled Process (TMCP)로 제조된 25 mm

두께의 고강도 탄소강이다. FCA 용접은 AWS Class

E81T1-K2C 등급에서 0.04 wt% C를 비롯한 대부분의 화학

성분은 동일하고 보론 및 망간 함량을 조정한 세가지 용접재

료(A: 1.02% Mn – 42 ppm B, B: 1.02% Mn – 1 ppm

B, C: 1.46% Mn – 2 ppm B)를 사용하였다. 용접재료 B는

용접재료 A에서 보론을 제거하였고, 용접재료 C는 용접재료

B에서 망간 함량을 1.46 wt%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론 및 망

간 성분 차이에 따른 고온균열 및 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고온균열 평가는 폭 400 mm x 길이 600 mm의 모재에

그림 1과 같이 길이 400 mm의 홈(Groove) 가공을 실시하

고 초층에 대해서 저전류(220 A) 및 고전류(280 A)의 2

가지 조건으로 용접하였다. 용접속도가 빠를수록 고온균열

발생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10] 용접조건의 변

수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용접입열(21.0 kJ/cm)에서 고

온균열 평가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초층 용접은 각각 220 A

x 27 V x 17.0 CPM 및 280 A x 31 V x 24.8 CPM

으로 비교적 빠른 용접속도로 용접하였다. 

또한, 조정된 합금 성분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서 고온균열 시험편과 동일한 모재에 추가 시편을

제작하였다. 비교적 고입열에서 용접재료 별 저온 충격값 차

이가 구분될 것으로 판단되어, 고온균열 저항성 평가 시 적

용한 입열량 보다 높은 30.1 kJ/cm의 입열량으로 다층 용접

을 하였다. 고온균열 평가 및 기계적 물성 평가에 대한 비

드 적층 순서 및 상세 용접 조건은 표 1에 나타내었다.

Fig. 1. Specimen geometry for hot crack resistanc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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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온균열 및 기계적 물성 평가 

고온균열 평가용 시편은 초층 용접 후 균열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2와 같이 액체침투탐상검사(Liquid

Penetrant Testing)를 실시하여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열의

길이와 개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계적 물성 평가용 시편

은 용착금속(All Weld Metal)으로 인장시험, 경도시험 및

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경도시험은 각 용접재료로 용접 후

절단 및 연삭 가공된 매크로 시편에서 모재 기준으로 최하

단으로부터 1 mm 위 지점과 최상단으로부터 1 mm 아래

지점의 용착금속 중심부에서 각각 3 포인트, 총 6 포인트

에 대해 비커스 경도시험(10 kgf)을 실시하였다. 또한, 충

격시험은 그림 3과 같이 루트부와 표면부로 구분하여 각

위치에서 3개씩 1세트로 실시하였다. 

2.3 야금학적 분석 및 열역학 계산 기반 성분 예측

균열 종류에 대한 확인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로 균열 발생부 파면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수십

ppm 단위로 소량 첨가된 보론 성분의 분석은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SIMS)를 활용하였다 [13]. 그리고, 균열

진전부 주위의 석출물은 Focused Ion Beam (FIB)으로 시편

을 준비한 후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으

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온에서 응고 과정에 발생하는 고온

균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액체 상태에서 특정 원소의 함량

을 예측하기 위해서 열역학 계산 기반 고온물성 모델링 프

로그램인 JMatPro를 활용하였다. 용접 후 모재와의 희석에

따른 용착금속 성분 및 기계적 물성값 변화를 고찰하기 위

해서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로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보론과 망간 함량에 따른 고온균열 거동

그림 4a와 4b는 각각 저전류(220 A) 조건과 고전류

(280 A) 조건에서 제작된 초층 용접부에서의 액체침투탐상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저전류 조건에서는 보론 함량이

42 ppm인 용접재료 A로 초층 용접을 했을 경우에만 용접

선 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확인되었다. 고전류 조건에서는

모든 용접재료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보론 함량이 42

ppm인 용접재료 A 경우에 전체 균열 길이가 가장 길고

Table 1. Welding conditions to check hot crack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ies 

Test Items Bead Sequence
Welding

Position

Welding Condition

Remark
Pass No.

Current

(A)

Voltage

(V)

Travel

Speed

(CPM)

Heat Input

(kJ/cm)

Hot Crack 

Resistance
1G

1 220 27 17.0 21.0
Low

Current

1 280 31 24.8 21.0
High

Current

Mechanical 

Properties
1G

1 220 26 11.4 30.1

2-5 300-330 32-34 19.2-22.4 30.1

Fig. 2. Top surface of hot crack testing specimens after liquid
penetrant testing

Fig. 3. Location of impact-testing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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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개수도 많았다. 또한 고전류 조건에서 보론을 제거한

용접재료 B는 가장 양호한 수준의 전체 균열 길이와 균열

개수를 보였고, 보론을 제거하고 망간을 첨가한 용접재료

C는 용접재료 A와 B 중간정도의 균열 현상을 보였다. 고

전류 조건에서 모든 용접재료 A-C는 저전류 조건에서보다

열악한 균열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5는 보론 함량이 많은 용접재료 A와 고전류(280

A) 조건에서 제작된 용접부에서 용접선 길이 방향으로 균

열이 발생한 시편에서 용접부 단면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그림 5a와 같이 용융계면에서 성장한 주상정 미세조직이

만나는 최종 응고 지점인 용착금속 중심선에서 깊이 방향

으로 균열이 확인되었다. 균열은 용접부 중심선의 결정립

계를 따라 전파되었다. 그림 6은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된

용접부 표면에 발생한 균열을 절개한 SEM 파면 사진이다.

액상이 고체화 되면서 생성된 주상정의 수지상이 관찰되었

고, 이는 전형적인 고온균열의 파면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전류 및 고전류 조건에서 보론의 함량이 높을 수록 고온

균열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며, 보론을 1-2 ppm 수준으로

제거하더라도 고전류 및 고속의 용접 조건(280 A x 31V

x 24.8 CPM)에서는 고온균열에 취약한 넓은 이면 비드

폭 대비 좁은 표면 비드 형상에 의해서 고온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14]. 

3.2 보론과 망간 함량에 따른 고온균열 메커니즘

그림 7은 저전류(220 A) 조건에서 유일하게 고온균열이

발생한 용접재료 A의 고온균열 끝단부 직하(그림 7a) 및

고온균열 측면에 연결된 미세균열(그림 7b)을 확대한 SEM

사진이다. 고온균열 끝단부에 가장 근접한 위치(그림 7a 내

부 노란색 사각형)에서 화학성분 분석을 위하여 SIMS를

수행하였다. 그림 8은 보론, 탄소, 질소, 철의 맵핑 및 보

론과 철 성분 맵핑 그림에서 1 → 2의 방향으로 선 분석

(Line scan)을 실시한 결과이다. 고온균열 끝단부는 보론

(그림 8a)이 집중 분포되어 있었고, 또한 균열 주변에 입자

형태로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탄소(그림 8b)와 질소(그림

8c)도 보론의 위치와 유사하게 고온균열 발생 끝단부에 집

중 분포되어 있었고 균열 주변에 편석되어 있었다. 또한,

선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고온균열 끝단부 직하에서 보론

편석 정도가 높았고 철은 균일한 성분 분포를 보였다. 따

Fig. 4. Total crack length and number of cracks after liquid penetrant testing for the welds produced at  (a) low current and (b) high current

Fig. 5. Cross section of hot crack specimens produced by weld
metal A and high current (280 A): (a) weld cross section and (b)
enlarged view of hot crack observed in the weld centerline

Fig. 6. SEM micrograph of fractured surface for the hot crack
specimens produced by weld metal A and high current (28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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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고온균열 끝단부에 보론이 탄소 및 철과 결합하여 생

성되는 보론 탄화물(Fe23(C,B)6) 또는 질소와 결합하여 생

성되는 보론 질화물(BN)과 같은 석출물들이 집중 분포한

다고 판단된다 [15-17].

고온균열 측면부 미세균열에 가장 근접한 위치(그림 7b

내부 노란색 사각형)에서 추가적으로 SIMS를 수행한 결과

는 그림 9와 같다. 고온균열 측면부 미세균열 근처에도 보

론(그림 9a)이 집중 분포되어 있었고, 탄소(그림 9b)와 질

소(그림 9c)도 보론의 위치와 유사하게 고온균열 측면에

연결된 미세균열 근처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고온

균열 측면부 미세균열 직하의 보론과 철 성분 맵핑 그림에

서 1 → 2의 방향으로 선 분석 결과도 고온균열 끝단부

직하와 마찬가지로 보론 편석 정도가 높았고 철은 균일한

성분 분포를 보였다.

SIMS 결과를 바탕으로 보론이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생

성되는 석출물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온균열 측면부

미세균열에 가장 근접한 위치의 결정립계에 석출물로 판단

되는 부위(그림 10a에서 붉은색 사각형)에 FIB를 이용하여

TEM 분석을 위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림 10b-10d는 그

림 10a의 1-3번 위치에서 각각의 TEM 회절 패턴을 분석

한 결과로 모두 M23C6 형태의 탄화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일한 위치에서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로 정량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원자 백분율 분

석 결과 1-3번 석출물에서 탄소와 보론이 존재하므로 해당

석출물들은 보론 탄화물(Fe23(C,B)6)로 판단할 수 있었다.

앞서 SIMS 결과 및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여 언급한 보론

질화물(BN)은 다른 위치에서도 TEM 분석을 하였으나 길

이 10 µm 미만의 극소한 TEM 시편의 제한된 위치에서

보론 질화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론이 고온에서

냉각하는 응고 과정을 거친 후 상온에서 고온균열 발생부

근처 결정립계에 보론 탄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고온균열의 위치가 용접부 중간선에서 결정립계를 따라

깊이 방향으로 전파되고 있고 SIMS 결과를 통해 고온균

열 발생부 근처에 비교적 많은 보론이 존재하고 TEM-

EDS 결과를 바탕으로 보론이 탄화물 형태로 결정립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용접재료 화학

성분을 바탕으로 JMatPro 프로그램으로 열역학 계산을 하

Fig. 7. Location of SIMS analysis for the hot crack produced by
welding consumable A and low current (220 A) (a) the end of hot
crack and (b) the side of hot crack

Fig. 8. Concentration maps measured by SIMS for the end of hot crack produced by welding consumable A and low current 220 A: (a)
boron, (b) carbon, (c) nitrogen, (d) Fe elements and (e) line scan profiles starting from position 1 to 2 indicated in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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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림 11a는 응고 시 마지막 액상이 존재하는 용접부

중간선을 모사하면서 보론의 함량 변화를 또한 그림 11b

는 응고 시 상변화를 나타내었다. 보론 함량이 42 ppm인

용접재료 A는 약 1517 oC에서 델타페라이트가 생성되고

액상 내 보론 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액상 내 보론

함량은 오스테나이트상이 생성되는 1,490 oC 부근에서 급

격히 증가하여, 1,480 oC에서 1,074 ppm으로 초기 42

ppm 대비 약 25배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액상은

1482 oC 이하에서 모두 오스테나이트상으로 변태를 완료하

였다. 용접재료 B와 C의 경우에는 용접재료가 1-2 ppm의

보론을 함유하고 있고 1490 oC까지 온도 감소에 따른 액

상 내 보론 함량의 증가가 미미하였다. 그림 11b의 고액공

존 구간을 고려하면 응고되면서 액상 내에 급격하게 증가

하는 보론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집중적으로 편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론의 집중 편석은 응고 온

도 범위 증가 및 조성적 과냉에 따른 액상 필름 유지 시

Fig. 9. Concentration maps measured by SIMS for the side of hot crack produced by welding consumable A and low current 220 A: (a)
boron, (b) carbon, (c) nitrogen, (d) Fe elements and (e) line scan profiles starting from position 1 to 2 indicated in (a,d)

Fig. 10. TEM micrographs for the side of hot crack produced by
welding consumable A and low current (220 A) : (a) location of FIB
machining, (b) bright field image and diffraction pattern for No. 1
precipitate, (c) bright field image and diffraction pattern for No. 2
precipitate and (d) bright field image and diffraction pattern for No.
3 precipitate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precipitates measured by TEM-
EDS

No. Contents
Element

C K Fe K N K B K Total

1
wt% 3.2 95.7 0.0 1.1 100.0

at% 12.6 82.4 0.0 5.0 100.0

2
wt% 1.8 97.2 0.0 1.0 100.0

at% 7.5 87.9 0.0 4.6 100.0

3
wt% 1.9 97.1 0.1 0.9 100.0

at% 7.8 87.6 0.4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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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장으로 이어지고, 이 또한 고온균열 저항성을 감소

시키는 요인이 된다 [18,19]. 

따라서 고온균열 끝단부 및 측면부 미세균열에 집중된

보론(그림 8a 및 그림 9a)은 열역학 계산에 의한 액체 상

태에서 보론 편석(그림 11a)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고온에

서 냉각하는 과정에 보론은 철과 탄소와 결합하여 상온에

서 결정립계에 대표적으로 보론 탄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이미 TEM-EDS 분석 결과(그림 10 및 표 2)로 확

인하였다.

3.3 보론과 망간 함량에 따른 기계적 성질 및 미세조직

용접재료 합금성분에 따른 다층 용접부에 대한 인장 특

성은 그림 12a에 나타내었다. 보론을 함유한 용접재료 A

와 망간 함량이 증가된 용접재료 C가 높은 항복 및 인장

강도를 보였고, 보론과 망간의 함량이 비교적 적은 용접재

료 B가 가장 낮은 강도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용접재료

A-C는 AWS A5.29의 AWS Class E81T1-K2C에서 요구

하는 최소 항복 강도 470 MPa와 인장 강도 550-690

MPa를 모두 만족하였다. 그림 12b는 용착금속에 대한 비

커스 경도값을 최소·최대값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모든 용

접재료는 선급에서 요구하는 최대 350 HV10 보다 낮은

경도를 가지고 있어 합격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망간 성

분이 많은 용접재료 C의 경도값이 용접재료 A와 B 대비

약 20 HV10 높았다. 망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합금성분을

가진 용접재료 B와 C를 비교하면 망간 함량 증가에 따른

경화능 증가 효과 때문에 용접재료 C의 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은 -20 oC에서 측정한 용접재료 별 충격시험 평

균값이다. 표면부의 충격시험 결과는 모든 용접재료에서

98 J 이상의 양호한 충격값을 얻었으나, 용접재료 B는 최

소값 85 J 및 최대값 112 J로 상대적인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루트부에 대한 충격시험 결과는 용접재

료 B의 경우 평균값 22 J로 용접재료 A와 C 대비 저온

충격인성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루트부 용착금속에 대한 저온 충격인성 저하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서 화학성분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용접재료의 탄소 함량이 0.04 wt% 이었

으나, 용착금속의 탄소 성분은 모재와의 희석에 따라 0.07-

Fig. 11. Thermodynamical calculations processed by JMatPro: (a) B contents in liquid for welding consumable A-C and (b) solid/liquid
region for the welds produced by welding consumable A

Fig. 12.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welds produced by various welding consumables: (a) yield and tensile strengths and (b) Vickers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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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wt% 로 증가하였다. 용착금속 A의 보론 성분은 용

접재료 A와 동일한 값을 보였고, 용착금속 B와 C의 보론

성분은 용접재료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용착금속

A에 비해 상당히 낮은 보론 성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용착

금속의 망간 성분은 용접재료의 화학성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14는 루트부 용착금속에 대해서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OM)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미세조직이다. 용

접재료 A와 C는 주로 침상형 페라이트(Acicular Ferrite ;

AF)와 입계 페라이트(Grain Boundary Ferrite ; GBF)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용접재료 B는 AF와 GBF 뿐만 아니

라 페라이트 사이드 플레이트(Ferrite Side Plate ; FSP)가

관찰되었다. 

그림 15는 표면부 용착금속에 대한 OM 및 SEM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미세조직이다. 표면부 용착금속은 루트부

의 미세조직 대비 후속 용접 패스에 대한 재가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종 용접 비드에 대한 미세조직이다. 용접재료

B는 비교적 FSP의 크기가 크고 많은 양이 생성되었다. 표

면부 용착금속의 미세조직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다수의 OM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분율을 측정하고 평균을

낸 결과, AF는 용접재료 A (82%) > C (68%) > B

Fig. 13. Impact toughness measured at -20 oC for various welding
consumables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root weld metal (wt%)

ID C Si Mn P S Ti B

A 0.07 0.40 1.03 0.013 0.006 0.06 46 ppm

B 0.08 0.45 1.07 0.013 0.006 0.06 8 ppm

C 0.08 0.44 1.44 0.013 0.006 0.06 10 ppm

Fig. 14. Microstructure for root weld metal produced from various welding consumables: (a) ID-A, (b) ID-B, (c) ID-C (GBF : Grain
Boundary Ferrite, AF : Acicular Ferrite, FSP : Ferrite Sid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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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순서로 존재하고, GBF와 FSP의 합계는 용접재료

B (80%) > C (32%) > A (18%)의 순서로 감소하였다.

표면부 용착금속에 대한 저온 충격인성 평가 결과가 용접

재료 C 대비 A가 비교적 높은 원인으로 미세조직 상에서

많은 AF 및 적은 GBF와 FSP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또

한, 그림 15d-15f와 같은 표면부 용착금속에 대한 고배율

의 SEM 이미지를 통해서도 용접재료 B의 GBF의 크기가

용접재료 A와 C 대비 비교적 큰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고온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보론 함량을 감소한

용접재료 B는 표면부 충격인성의 불균일과 루트부 저온 충

격인성 저하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AF 형성 촉진 및

FSP 형성을 억제하는 망간 함량 증가를 통해서 용접재료

C는 충격인성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4. 결 론

고강도 탄소강 FCA 용착금속의 고온균열 저항성과 저

온 충격인성에 미치는 보론과 망간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

하여 자가구속시험과 다층용접시험 후 기계적 물성과 미세

조직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강도 탄소강 FCA 용착금속의 자가구속시험에서 보론

함량이 저감된 용접재료 B와 C는 저전류(220 A)와 저속

(17.0 CPM)의 용접조건에서 고온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전류(280 A)와 고속(24.8 CPM)의 용접조건에서

는 보론이 저감된 용접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고온균열이 발

생하였고, 보론 함량이 높은 용접재료 A와 비교하면 고온

균열의 길이와 개수는 감소하였다.

고온균열은 응고 시 최종적으로 액상이 존재하는 용접부

중심의 결정립계를 따라 전파되었다. 용접재료 A는 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 고온의 일부 온도 범위에서 액상 내 보

론의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고온균열 저항성이

감소되었다. SIMS 분석을 통해서 고온균열 발생부 주위에

집중된 보론을 확인하였고 TEM 분석을 통하여 고온에서

냉각하는 과정에서 보론이 철과 탄소와 결합하여 상온에서

결정립계에 Fe23(C,B)6의 석출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보론 함량이 감소한 용접재료 B는 FSP 성장에 의해서

저온 충격값이 저하되면서 불균일성이 증가하였다. 망간 함

량을 증가시킨 용접재료 C는 FSP 형성을 억제하면서 저

온 충격인성 확보가 가능하였다. 

고강도 탄소강(인장강도 550 MPa급)의 FCA 용접재료는

보론 함량 최소화와 망간 함량의 증가를 통해서 고온균열

을 방지하고 저온 충격인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GCRCSOP(Grant No. 2011-0030013) 지원사업과 재료연

구소가 후원하는 기초연구개발사업(Grant No. POC2880)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REFERENCES

1. S. Kou, Welding Metallurgy, 2nd ed., pp. 279-280,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03). 

2. N. Bailey and S. B. Jones, Weld. J. 57, 231-s (1978). 

3. K. S. Bang, W. H. Song, and H. C. Jung, Korean J. Met.

Mater. 56, 144 (2018).

4. S. Ohshita, N. Yurioka, N. Mori, and T. Kimura, Weld. J. 62,

134-s (1983).

5. K. S. Bang and Y. H. Ahn, J. Kor. Inst. Met. & Mater. 34,

380 (1996).

6. X. W. Wang and X. L. He, ISIJ Int. 42, S45 (2002).

7. J. H. Develetian and R. W. Heine, Weld. J. 52, 532-s (1973).

8. D. W. Oh, D. L. Olson, and R. H. Frost, Weld. J. 70, 158-s

Fig. 15. Microstructure for face weld metal produced from various
welding consumables: (a) OM image for ID-A, (b) OM image for
ID-B, (c) OM image for ID-C, (d) SEM image for ID-A, (e) SEM
image for ID-B and (f) SEM image for ID-C



박수길 · 조영호 · 지춘호 · 이정훈 · 서성문 · 강남현 37

(1990).

9. H. W. Lee, Weld. J. 85, 135-s (2006).

10. J. C. Lippold. Welding Metallurgy and Weldability, pp. 97-

111, John Wiley & Sons, New Jersey (2015). 

11. K. Saito, M. Aoki, and H. Kondo, Trans. ISIJ 27, 666

(1987).

12. T. Böllinghaus and H. Herold, Hot Cracking Phenomena in

Welds, p.247, Springer, Heidelberg (2005).

13. H. U. Hong, I. S. Kim, B. G. Choi, Y. S. Yoo, and C. Y. Jo,

Met. Mater. Trans. 43, 173 (2012).

14. W. Y. Kim, I. W. Han, D. S. Yoo, H. S. Bang, Y. S. Ahn, and

H. S. Park, J. KWJS 17, 173 (1999).

15. H. Tamehiro, M. Murata, R. Habu, and M. Nagumo, Trans.

ISIJ 27, 128 (1987).

16. Y. S. Choi, S.J. Kim, I. M. Park, K. W. Kwon, and I. S. Yoo,

Met. Mater. 3, 121 (1997).

17. D. J. Mun, E. J. Shin, Y. W. Choi, J. S. Lee, and Y. M. Koo,

Mater. Sci. Eng. A 545, 224 (2012).

18. S. Kou, JOM 55, 38 (1987).

19. L. A. Aucott, Ph. D. Thesis, pp. 98-99, Leicester University,

Leicester (2015).

20. Z. Zhang and R. A. Farrar, Weld. J. 77, 195-s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