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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CP강의 용접 공정별 입열량에 따른 용접부 물성 평가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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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his paper has an aim to evaluate microstructure and fracture toughness of TMCP steel weldment 
applied for off-shore wind tower with the focus on the effect of heat input on the weldment with various 
welding processes; FCAW(13kJ/cm and 30kJ/cm), SAW(62kJ/cm), and EGW(177kJ/cm).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developed from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toughness of top side for TMCP steel 
weldments with heat input up to 62 kJ/cm satisfied the required minimum value except the EGW(177kJ/cm). 
The heat input and microstructure are the main factors of impact toughness. The heat input of 13kJ/cm on 
back side with low heat input increased the amount of grain boundary ferrite which has low impact toughness,
and heat input of 177kJ/cm on top side is significant enough to produce the austenite grain growth. The 
compositions and sizes of inclusions which are the dominant factors for the formation of acicular ferrite 
were analyzed by OM and EDS. As the heat input increased, the inclusions also grew and a nucleation 
site decreased. The size of nonmetallic inclusions and the crack width was nearly similar, therefore the 
inclusions were related with the crack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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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에 지 사용량의 격한 증가

와 자원고갈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에

지의 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 에 지로 

두되고 있는 풍력발 은 비교  효율이 높고 시장경

쟁력을 갖추고 있어 범세계 으로 기술개발  시장확

가 진행되고 있다. 

  기 풍력발  시장은 육상 주로 발달되었으나 육

상단지의 포화, 터빈의 형화, 환경  민원 등의 여

러 가지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심해 환경에서 양호한 

풍황(wind condition)을 지닌 해상 풍력발 이 새로

운 안으로 각 받고 있다. 그러나 심해환경의 해상 

풍력발 은 온  가혹한 환경에 설치되므로 해상구

조물과 유사하게 약 20년 이상 장시간 품질유지를 

특집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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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hemical compositions (wt%) Mechanical properties 

EH-36 

TM steel 

C Si Mn P S Cr Ni Cu 
YP

(N/mm2) 

TS

(N/mm2) 

El

(%) 

0.14 0.5 1.6 0.03 0.025 0.02 0.01 0.015 345 470-630 22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y of EH36-TMCP steel 

한 구조물의 건 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 시 된다. 특

히 타워의 경우 블 이드 회 에 따른 진동, 항, 하

  충격 등에 한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타워에 사용되는 강재의 재질과 롤 밴딩으로 제작

된 원형강재 이음부 용 기술이 타워의 품질을 좌우하

게 된다. 한 용 능률 향상과 시공 등에서의 비용을 

감하기 해 입열 용 공정을 용하고 있으나, 입열 

용 공정을 용한 경우, 용 부 입열량이 50 kJ/Cm이

상이 되면 용 부 열 향부(Heat Affected Zone)의 

인성이 하게 하되는 단 으로 인하여 용  시공

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용 풍력타워 용

부 설계를 해서는 입열 용 에도 불구하고 충격인

성 등의 기계  물성을 만족하는 용 공정의 용이 선

행되어야 하며, 한 용  특성이 우수한 강재를 개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기존 구조용 강

재보다 다양한 성능을 보유하는 고성능 강재의 개발이 

많이 진행 되었으며, 특히 입열 용 에서의 용 부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타 강종에 비해 용 성이 우수

한 TMCP강의 개발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TMCP강

재의 제조공법은 가속냉각  제어압연공정을 통하여, 

결정립이 미세할 뿐만 아니라 낮은 합 성분으로 인해 

용  균열에 한 항성이 증가되어 입열 용  시 

용 성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

  따라서 본 기술논문에서는 해상풍력타워 제작 시 용 

가능한 용 공정인 FCAW(Flux Core Arc Welding), 

SAW (Submerged arc welding)  EGW (Electro 

Gas Welding) 공법으로 TMCP강재의 용 을 실시하

여, 각각의 용 방법에 따라 입열량을 변화시켜, 용착

속부  열 향부의 미세조직  충격인성을 평가하

다. 특히 해상풍력발 기 타워가 설치되는 입지의 심

해조건을 고려하여 미세조직에 따른 온 충격인성의 

특성에 해 비교평가를 수행하 다.

2. 실험방법

2.1 모재  용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재는 EH36 grade TMCP강

이며, 일반 인 후  강재 용 에 용 가능한 FCAW, 

SAW  EGW의 용 방법으로 비교  평가하 다. 강재

의 화학조성  기계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고, 

시험편의 재원은 길이(L) = 1,000mm, 폭(B) = 

200mm  두께(t) = 35mm 이다. 합부 형상은 개

선각 30°, 45°  70°로 각각 한면(V)  양면 (X)개

선을 실시하 으며, 루트갭은 장여건을 감안하여 6mm

로 선정하 다(Fig. 1). 용 와이어는 AWS 기 으로 

FCAW(A5.29 E81 T1-K2), SAW(5.17 F7 A8- 

EH14)  EGW(A5.26 EG 70T-2)를 사용하 으며, 

각각의 용 방법에 따른 입열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

다. FCAW 용 의 경우 입열량을 13, 30 kJ/cm, SAW 

용 의 경우 입열량은 62 kJ/cm, EGW 용 의 경우 

177 kJ/cm 로 실험을 진행하 다.

2.2 충격시험(charpy impact test)

  충격시험은 선  고장력강의 EH규격을 목표로 제조

된 강으로서 선 의 기 과 유사한 0℃, -30℃  -50℃

로 온도 조건에서 선 에서 요구하는 최소 충격인성인 

34J을 기 으로 하여 비교  평가를 하 다. 시험편 

비방법은 먼 Macro부식을 실시한 후 Notch 치를  

융융부(fusion zone), 용융선(fusion line), 용융선 에서 

2mm   5mm 치에 선정하여 표  샤르피(Charpy) 

충격 시험편을 가공하 다. 그리고 입열량 변화에 따른 

충격 시험을 실시 (ASTM E23 기 ) 하고, Notch 

치 별 충격인성 차이를 비교하 다.

2.3 용 부 합 성분  미세조직

  용 부 합 성분은 건식분석 방법인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면(front side), 

후면(back side)  루트부(Root face)에서 각각 3회 

분석 후, 평균값을 기록하 으며, 용 부 미세조직은 나

이탈(Nital) 4% 용액을 이용하여 학 미경(Optical 

Microscopy)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각각의 시험편들을 비교․분석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화학성분 분석

  Table 3은 각각의 용  입열량을 기 으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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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cro-section of weldments with respect to 

welding heat input: (a) 13 kJ/cm, (b) 30 

kJ/cm, (c) 62 kJ/cm and (d) 177 kJ/cm

Heat Input

(kJ/cm)

Weld

Process 
Position 

Ampere

(A) 

Volt

(V) 

speed

(cm/min) 

Number of Pass

Top       Bottom

13 FCAW 1G 280 31 41 37             -

30 FCAW 2G 220 26 12 15             -

62 SAW 1G 800 34 26 6              1

177 EGW 3G 380 38 4.9 1              -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welding heat input from OES spectrum analysis

Heat Input

(kJ/cm)
C Si Mn P S Cr Ni Cu Mo *Ceq 

13 0.05 0.40 1.25 0.02 0.010 0.017 1.26 0.01 0.004 0.21 

30 0.05 0.38 1.23 0.02 0.010 0.018 1.23 0.01 0.006 0.20 

62 0.09 0.26 1.67 0.02 0.008 0.023 0.08 0.06 0.006 0.25 

177 0.06 0.29 1.45 0.02 0.010 0.023 1.57 0.02 0.058 0.22 

Table 2 The welding parameters used for each welding processes.

용 부 OES(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화학

성분 분석 결과이며, 일반 으로 Ni  Mn 등의 화학

성분은 용 부 괴인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Evans 등은 Mn과 Ni의 상호작용에 따라 용

부 괴인성이 증가 는 감소되는 경향에 해 보고 

하 으며, 특히 1.4%의 Mn에서 가장 좋은 인성을 확

보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2)
.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입열량을 기  용 부 화학

성분 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부분의 조건에서 

화학조성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괴인성에 미치는 

향이 을 것으로 단된다. 다만 62kJ/cm에서의 

Mn 화학조성은 타 입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상 으로 낮은 Ni의 화학조성으로 인하여 Evans 등

이 주장한 Mn  Ni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그 

향은 매우 미비할 것으로 단된다.

3.2 충격인성  미세조직

  일반 으로 충격인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로는 

화학조성  용 속 내의 산소량 등이 있으며, 용

재료에 지배 인 향을 받는 용 속의 경우 Ni 는 

Mn 함량이 충격인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
. 

특히 용 부 미세조직으로는 침상 페라이트(acicular 

ferrite) 가 분율로 생성되는 경우, 결정립계 페라이

트(grain boundary ferrite), Widmanstatten 페라

이트, 상부 베이나이트(bainite)의 생성  오스테나이

트(austenite) 결정립이 조 화 되는 경우 등이 충격

인성을 하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되었다
4,5)

. Fig. 2는 

각각의 입열량에 따른 면부(front side) 충격인성 결과

이며, 충격지표는 선 에서 요구하는 최소 충격인성인 34J

을 기 으로 하 다. 실험 결과 13 kJ/cm, 30 k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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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rpy impact test results with respect to heat input from first side: (a) 13 kJ/cm, (b) 30 kJ/cm, (c) 

62 kJ/cm and (d) 177 kJ/cm

62 kJ/cm  177 kJ/cm의 모든 입열 조건에서 충격인

성이 34 J 보다 훨씬 높았지만, Fig. 2(d) 177 kJ/cm

의 -50℃조건에서만 용융부(Weld Metal)에서의 충격

인성이 35 J로 선 기 에 거의 근 하 다. 다른 조

건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충격인성의 원인을 분석

하기 하여 용융부 미세조직을 찰하 다. Fig. 3은 

입열량의 변화에 따른 면부(first side) 용 부의 미

세 조직 사진이다. 용융부의 미세조직은 입열량에 따라 

결정립 크기에 차이가 있으며, 한 불규칙한 방  계

가 존재하 다. 특히 Fig. 3(d)에서는 높은 입열로 인하

여 주상정(columnar structure) 형태의 조 한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이 타 입열량에 비해 상 으로 크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오스테

나이트 결정립의 조 화로 인하여 용 부 충격인성이 

하 된것으로 단된다. 한 용 부에서의 높은 입열

량으로 인하여 냉각속도가 감소하여 고온 변태상의 형

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조 한 미세조직에 기인한 

경화능 한 감소하 기 때문에 충격인성이 감소 한 것

으로 단된다. 

  Fig. 4는 입열량 변화에 따른 후면부(back side) 의 

충격인성 결과이다. 모든 입열 조건에서 선 기 을 만

족하는 34 J 이상의 충격인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Fig. 4(a)에 도시 된 13 kJ/cm의 -50 ℃ 용 부에서

는 선  기 의 충격인성을 만족하 지만 충격인성

(39J)이 다른 입열 조건에 비하여 낮았다. 이러한 낮

은 충격인성의 원인을 단하기 하여 미세조직을 

찰하여 각각의 상에 따른 상분율을 비교해보았다. Fig. 

5 는 입열량의 변화에 따른 후면부(second side) 용

부의 미세 조직 사진이다. Table 4에 각 입열량 수  

별 Front side와 Back side 용 부의 침상 페라이트

(acicular ferrite) 와 결정립계 페라이트(grain boundary 

ferrite) 의 분율 정리 하 다. Fig. 5  Table 4의 

결과를 바탕으로, 13 kJ/cm 입열량 Fig. 5 (a)의 조

건에서의 ferrite 분율을 비교해 보면, 타 입열조건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결정립계 페라이트 상이 찰 되

었고, 30kJ/츠 (Fig. 5(b))  177 kJ/츠(Fig. 5(c))

에서는 미세조직 상분율  침상 페라이트가 약 95% 

이상, 결정립계 페라이트가 약 5% 미만으로 확인되었

다(Table 4). 낮은 충격인성을 보인 13 kJ/cm입열의 

경우, 결정립계 페라이트가 21.9% 인 반면, 충격인성

을 향상시키는 침상 페라이트가 약 78.1 %로 다른 입

열 조건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낮은 입열량으로 인하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감소하

고, 상 으로 결정립계 페라이트의 생성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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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50㎛ 50㎛

50㎛ 50㎛

Fig. 3 Optical microscopy of weld metal with respect to heat input from front side: (a) 13 kJ/cm, (b) 30 kJ/cm, 

(c) 62 kJ/cm and (d) 177 kJ/cm

켰기 때문에 결정립계 페라이트는 증가하게 되고, 탄화

물의 집 으로 인해 균열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6).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13kJ/cm의입열조

건에서 용 부 충격인성이 감소하 다고 단된다. 

3.3 비 속 개재물

  일반 으로 비 속 개재물은 용  시 입열량의 증가

에 따라 성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i, Mn  

Mo 등의 합 원소는 침상 페라이트 형성을 진시킨

다. 한 Ashby 는 비 속 개재물 크기가 0.2 μm이

하일 경우에는 핵 생성을 한 충분한 에 지를 갖지 

못하고, 1.5 μm이상에서는 단  면 당 비 속 개재물

의 개수가 어지기 때문에 침상 페라이트 핵 생성처

(Nucleation Site)가 감소된다고 보고하 다7).입열량

의 변화에 따른 비 속 개재물의 형성  성장이 충격

인성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비 속 개재물

과 개재물의 성분에 하여 분석해보았다. 입열량 차이

에 따른 용 부 내의 비 속 개재물을 찰한 결과를 

Fig. 6 에 나타 내었다. 부분의 비 속 개재물은 수 ㎛

내의 크기로 흰색에 둥근 형상을 띄고 있으며, 개재물 

주변을 따라 흰색의 침상 페라이트  결정입계 페라이

트 등이 분포하 다. 

  비 속 개재물의 화학성분을 EDS를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낮은 입열 조건에서

는 O, Ti  Mn 등이 높은 입열 조건에 비해 상

으로 높게 검출되었으며,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부

분의 비 속 개재물이 티타늄 산화물 는 망간 산화물 

인 것으로 단된다. 티타늄 산화물은 lattice matching

이론에 의해 침상 페라이트를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6)
, Mn 산화물은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

로써 비 속 개재물과 더불어 침상 페라이트 성장을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Fleck 등은 비 속 개재

물은 그 크기에 따라 침상 페라이트 생성 정도가 달라

진다고 보고하 으며10),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비 속 개재물의 크기를 측정하 다. 입열량의 차이에 

따라 용 부의 개재물 크기를 비교한 결과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비 속 개재물 크기는 replica 실험을 통

하여 각각의 용 부에서 300개씩 측정하 다. 그 결과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비 속 개재물의 크기는 증가되었으

며, 이는 입열량의 증가와 함께 비 속 개재물도 성장하

는 것으로 찰되었다. Fig. 7 (a) 의 13 kJ/cm  

Fig. 7(b)의 30kJ/cm에서도 Ashby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게 침상 페라이트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비 속 

개재물이 분포하 다. 그러나 Fig. 7 (d)의 177 kJ/cm 

에서는 높은 입열에 의해 단  면 당 비 속 개재물의 

개체수가 감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침상 페라이트 핵생

성처가 감소하여 침상 페라이트의 생성이 감소한 것으

로 단된다. Fig. 7(c)의 62 kJ/cm 입열량에서는 비

속 개재물의 크기  분포가 감소하 다. Table 3의 

결과를 보면, 62 kJ/cm의 입열량에서의 Ni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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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rpy impact test results of heat input from 

back side: (a) 13 kJ/cm, (b) 30 kJ/cm and 

(c) 177 kJ/cm

Heat Input

(kJ/cm) 
Location AF GBF 

13 
Front side 98.9 1.1 

Back side 78.1 21.9 

30 
Front side 95.3 4.7 

Back side 99.1 0.9 

62 
Front side 94.2 5.8 

Back side 96.7 3.3 

177 
Front side 99.3 0.7 

Back side 99.1 0.9 

Table 4 Microstructural constituents of acicular 

ferrite and grain boundary ferrite

(a)

50㎛

(a)

50㎛

(b)

50㎛

(b)

50㎛

(c)

50㎛

(c)

50㎛

Fig. 5 Optical microscopy of weld metal depending 

on heat input from back side: (a) 13 kJ/cm, 

(b) 30k J/cm and (c) 177 kJ/cm

0.08%로 타 입열량에 비해 약 15~19배 었다. 결

국 용 부의 낮은 Ni함량으로 인하여 비 속 개재물의 

성장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낮은 충격인성의 

결과 값을 가진 충격시험편의 단 경로  단 형태

를 분석하기 해 SEM을 통하여 미세조직을 찰해보

았다. Fig. 8은 13 kJ/cm 입열량 조건(후면부) 과 입

열량 177 kJ/cm 입열량 조건( 면부)에서의  충격시

험편의 단면을 찰한 결과이다. 두 시험편의 단면

을 찰한 결과, 두 시편 모두 결정립계 페라이트를 경

계로 단이 발생되었고, 단형태는 취성 괴의 형태

를 보이고 있으나 부분 으로 연성 괴도 발생되었다. 

Farrar 와 Okada 등이 보고한 바와 같이 결정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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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Input

(kJ/cm) 
C O Cu S Al Si Ti Mn Fe Total 

13 3.4 14.1 3.1 1.3 2.3 3.0 13.6 8.7 50.5 100 

30 6.9 12.5 1.7 1.2 2.3 1.8 11.7 6.5 55.4 100 

62 6.3 6.8 3.3 1.6 4.3 1.2 4.6 3.9 68.0 100 

177 3.1 2.0 1.0 1.1 0.6 0.7 0.9 2.8 87.8 100 

Table 5 Chemical compositions of welding joints measured from EDS spectrum analysis

(a) (b)

(c) (d)

 

Fig. 6 SEM micrograph of inclusion weld metal with respect to heat input: (a) 13 kJ/cm, (b) 30 kJ/cm, 

(c) 62 kJ/cm and (d) 177 kJ/cm

페라이트가 균열 진 의 이동경로를 제공하여 충격인성

에 유해한 향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11,12)

. Fig. 

8(a)의 13 kJ/cm입열량조건의 경우 후면부는 결정입

계를 따라 단이 진행되면서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 이는 침상 페라이트 조직에 의해 균열 진 의 방

해를 받아 내부에서 균열이 일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Fig. 7(d)의 비 속 개재물 크기와 Fig. 8(b)의 둥근 

형태의 균열폭이 유사한 크기인 것으로 찰되었다. 이

는 Koh 가 보고한 것과 같이 기 균열발생 시 비 속 

개재물에 의해 불균일 응력분포가 발생되어 균열이 진

행되었기 때문이다
13)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타워 제작 시 용 가능한 용

공정인 FCAW, SAW  EGW에 따라 입열량을 변

화시켜 기계  물성평가를 실시하 으며, 특히 해상풍

력타워의 심해조건 설치를 고려하여 온 충격인성에 

해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화학성분 분석결과, 각각의 입열에 따른 용 부는 

상 인 화학조성 편차가 크지 않아 괴인성에 미치

는 향이 미비한 것으로 단된다.

  2) 177 kJ/cm의 입열 조건, -50℃에서 충격인성이 

감소한 이유는 면 용융부의 경우 높은 입열에 의한 고

온 변태상의 형성과 조 한 미세조직 형성으로 단된다. 

  3) 13 kJ/cm의 입열 조건, -50℃에서 후면 용 부 

충격인성이 감소하 다. 이는 결정립계 페라이트가 많

이 형성되었고, 상 으로 충격인성을 증가시키는 침

상페라이트가 낮은 비율로 형성되고, 탄화물의 집 으

로 균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4) 낮은 충격인성을 보인 용 부 단면을 찰한 결

과, 비 속개재물의 크기와 거의 유사한 균열폭이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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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ze of inclusion in weld metals with respect to heat input: (a) 13 kJ/cm, (b) 30 kJ/cm, (c) 62 kJ/cm 

and (d) 177 kJ/cm

(a) (b)

Fig. 8 SEM microstructures of fracture surface 

on weld metal: (a) 13 kJ/cm and (b) 

177 kJ/cm

되었으며, 기 균열발생 시 비 속 개재물에서 불균일 

응력분포가 발생되어 균열이 진행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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