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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ergy resistance welding (ERW) is a pipe-producing process that has high productivity and low manufacturing cost.

However, the high heat input of ERW degrades the mechanical property of the pip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heat

input and alloying elements o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RW pipes. As the heat input increased, the ferrite

amount increased. The ferrite amount in the weld centerline was larger than that in the weld boundary. Medium carbon steels

(S45C and K55) having 0.3~0.4wt.% carbon yielded a significant difference of ferrite amount in the weld centerline and weld

boundary. High alloyed steels (DP780 and K55) having 1.5~1.6wt.% Mn showed a ferrite rich zone in the weld centerline. These

phenomena are probably due to decarburization and demanganisation in the weld centerline. As the ferrite fraction increased,

the hardness decreased a little for the S45C steels. In addition, DP780 steels and K55 steels showed that the hardness drops

when those steels have a ferrite rich zone. But we demonstrated the good tensile property of the DP780 steels and K55 steels

in which Mn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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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Line Pipe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생산성과 낮은 제조비용의 장점을 갖

고 있는 ERW (Electric resistance welding) 공정의 중요도

와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ERW는 전기저항용접으로 파이

프를 생산하는 용접으로 많이 쓰인다. 강판을 말아서 길

이 방향으로 전기저항용접을 하여 파이프 형상을 만드는

용접강관 제조방법의 일종으로 사용된다. 용접부 영역의 폭

은 일반적인 용접과는 달리 하나의 선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좁게 나타난다. 이는 순간적으로 가열되어 용융된 융

액이 가압력에 의해 관의 내부 또는 외부로 밀려나와 비

드가 형성되고 따라서 극히 적은 양의 융액만이 용접중

심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주로 강관을 생산하는데 이용

되는 ERW는 금속 코일이 지나가면서 롤에 의해 파이프

형상을 만들면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금속을 용융하여 롤

에 의해 압접되는 공정이다. 생산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

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1,2)

용융된 파이프의 edge에는 액상과 고상의 공존 영역이

존재하는데 두 edge가 용접되기 직전 척력에 의해 액상

이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edge 단면의 이

물질 같은 것들이 배출된다. 액상이 고상에 비해 합금 조

성이 높기 때문에 용접 시 척력에 의해 액상이 밀려나가

고 압출롤에 의해 고상만으로 접합하게 되면 bond line에

서 탈탄 현상이 일어나 탈탄층이 나타난다.2-4) 일반적으로

ERW 용접부에서는 metal flow가 나타나고 용접부의 형

상은 모래시계처럼 보인다.

또한 압접이 되면서 형성된 용접부는 빠른 냉각 속도

로 인해 생성된 경한상 및 적절하지 못한 입열량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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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개재물 등에 의해 모재에 비해 물리적 특성이 저하

된다. ERW의 용접부의 특성을 결정짓는 데는 세가지 요

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재, 용접 조건, 그리고 후열처

리이다. 탁월한 특성의 모재를 만들고 최적의 용접조건을

가지고 조관을 할지라도 용접 후 빠른 냉각 속도로 인해

용접부의 조직이 모재와 다른 조직을 갖게되고 기계적 특

성이 취약해 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5) 그러므로 일반적

으로 용접 입열량의 변화를 주거나 용접후에 후열처리를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직을 제어하고 물리적 특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강

재나 새로 개발된 강재에 대해서 적절한 용접 조건이나

입열량 및 후열처리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합금강 등 여

러 합금원소가 첨가된 강재에 대해 입열량을 달리하고 후

열처리 온도를 변화시켜 강재의 미세조직을 관찰해보고 경

도 및 인장, 성분분석 등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통해 각

각의 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용접조건의 영향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합금강은 S45C, DP780, K55 의 총 3가지 강종으로

Table 1에 합금조성을 나타내었다. Table 2는 각 강종에

대한 용접조건 및 열처리 온도를 나타내었다. 모든 강재

의 용접공정시 가압력은 일정하게 주었다. 미세조직을 관

찰하기 위하여 bond line 이 포함된 용접면을 기계적으

로 연마하여 nitric acid (3 ml) + ethanol (100 ml) 용액에

서 에칭하여 광학현미경(OM)과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

해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이때 bond line의 위치를 명

확히 하기 위하여 경도계를 사용하여 bond line의 폭에

들어갈 만한 넓이의 압흔을 부위별로 남겼다.6,7) 기계적 성

질을 분석하기 위해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고 인장시험을

하였다. 경도는 bond line 을 중심으로 압흔간격 300 µm

를 유지하며 좌우로 총 14회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45C 용접부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Fig. 1은 S45C강의 모재부 및 용접중앙부의 광학현미

경 미세조직이다. 모재부의 기본 조직은 초정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로 구성되어있다. 입열량에 따른 용접중앙부에서

의 조직 차이는 없었고 용접중 가압력에 의해 발생한 소

성변형으로 인하여 metal flow 층상조직이 관찰되었다.

Fig. 2는 용접중앙부 및 용접경계부에서의 SEM 미세조

직이다. 용접중앙부와 용접경계부 모두 페라이트와 펄라이

트 조직을 보이고 펄라이트의 콜로니(colony) 크기는 용접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eel (wt.%).

C Si Mn Al Ti Ni Cu Cr

S45C 0.42 0.18 0.6 0.009 0.0004 0.004 0.006 0.007

DP780 0.09 0.70 1.58 0.191 0.022 - - 0.79

K55 0.35 0.250 1.47 0.020 0.012 0.011 0.026 -

Table 2. Welding conditions and heat-treatment temperatures.

S45C DP780 K55

Heat Input Low High Low Med. High Low Med. High 

Power (KW) 400 490 145 170 185 178 198 218

PWHT* 750oC 750oC 1000oC

*Post Welding Heat Treatment (PWHT)

Fig. 1. Optical microscopes of S45C alloy steels; (a) base metal, (b) bond line at low heat input and (c) bond line at high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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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가 용접경계부 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용접후 냉

각속도가 용접중앙부에서 더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또한 낮은 입열량을 가진 시편의 냉각속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입열량의 시편보다 빠르므로 페라이트 양

은 입열량이 높은 시편에서 더 많았고 용접경계부 보다는

용접중앙부에 페라이트 양이 더 많았다.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를 기본조직으로 하는 S45C강의 기

계적 특성은 입열량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다. 페라이트 분

율은 용접중앙부가 용접경계부에 비해 높았고 수치상으로

도 큰 차이를 보였다. 페라이트 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입열량 과대 강종이 입열량 과소 강종에 비해 미세하게나

마 경도값이 낮게 측정되었고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 등은

입열량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경도, 인장강도, 연신율, 정

량적인 페라이트 분율은 다른 강재의 결과값과 비교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3-3절의 Fig. 6, 7, 8에 나타내었다.

3.2 DP780 용접부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DP강은 기본적으로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가

진다.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용접부를 관찰해

본 결과 다른 강종에 비해 metal flow가 입열량에 상관

없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bond line도 명확하게 관찰되었

다(Figs. 3,4). 입열량 과소, 과대 강종에 비해 중간 정도

의 입열량을 가진 강종에서는 ferrite rich zone이 발견되

었다. 입열량이 커질수록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분포가 균

일해지고 마르텐사이트의 입도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입열량이 클수록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페

라이트 양은 용접중앙부와 용접경계부가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으나 S45C강종과 마찬가지로 입열량이 증가할

수록 페라이트 양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P강의 기계적 성질을 분석한 결과 입열량이 클수록 경

도값은 낮게 측정되었으며 그외에 인장시험에 의한 강도

값과 연신율은 입열량에 따라 큰 변화를 가지지 않았다. 입

열량이 클수록 경도값이 낮아진 것은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페라이트 분율이 증가하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판단

된다. 용접중앙부에서 상대적으로 마르텐사이트의 양이 적

어지면서 경도값이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ferrite rich

zone이 나타났던 중간 입열량 강종에서는 용접중앙부에서

경도 drop 현상이 나타나고 인장강도, 항복강도 모두가 낮

은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3.3 K55 용접부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Fig. 5는 K55강의 광학현미경과 SEM 조직이다. 다량의

Fig. 2. SEM microstructures of S45C alloy steels; (a) bond line at low heat input, (b) bond line at high heat input, (c) HAZ adjacent to

weld metal at low heat input and (d) HAZ adjacent to weld metal at high heat input.

Fig. 3. Optical Microscope photographs of DP780 alloy steels at Bond line; (a) low heat input, (b) medium heat input and (c) high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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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photographs of DP780 alloy steels; (a) bond line at low heat input, (b) bond line at medium heat input, (c) bond line at

high heat input, (d) HAZ at low heat input, (e) HAZ at medium heat input and (f) HAZ at high heat input.

Fig. 5. Optical Microscope and SEM photographs of K55 alloy steels; (a) low heat input, (b) medium heat input, (c) High heat input,

(d) bond line at low heat input, (e) bond line at medium heat input, (f) bond line at high heat input, (g) HAZ at low heat input, (h) HAZ

at medium heat input and (i) HAZ at high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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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이 함유된 DP780 강종과 마찬가지로 bond line이 매

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metal flow의 형상이 거의

미미함을 알 수 있다. SEM 조직사진을 볼 때 입열량 과

소와 과대 강종에서 ferrite rich zone이 나타나는 것을 관

찰하였다.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페라이트 양은 증가하였

고, 용접경계부에 비해 용접중앙부의 페라이트 양이 큰 차

이로 많았다. 용접중앙부의 경우 입열량이 커서 냉각속도

가 느리고 따라서 페라이트 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K55강의 기계적 특성으로는 용접조건의 변수를 입열량

으로 둔 DP780강 및 S45C강과 마찬가지로 입열량이 클

수록 경도값이 낮게 측정되었다. 인장성질은 입열량에 따

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ferrite rich zone이 존재

하는 입열량 과소, 과대 강종에 비해 중간 입열량을 가

진 시편의 기계적 성질이 가장 안정적이었다. Fig. 6은 각

강재의 경도값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Fig. 7은 인장강도와

연신율, 그리고 Fig. 8은 페라이트 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Fig. 6. Hardness as a function of heat input and alloying elements;

(a) S45C steels, (b) DP780 steels and (c) K55 steels.

Fig. 7. Tensile properties of ERW alloy steels; (a) S45C steels, (b)

DP780 steels and (c) K55 steels.

Fig. 8. Ferrite fraction of ERW alloy steels; (a) S45C steels, (b) DP780 steels and (c) K55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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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열량과 합금원소가 다른 3가지 ERW

용접강재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과 기계적 성질을 비교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errite rich zone이 극명하게 관찰되었던 DP780

(medium heat input) 강종과 미세하게나마 ferrite rich zone

이 존재하였던 K55 (low and high heat input) 강종에서

나란히 경도가 drop 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Ferrite rich

zone 및 경도 drop 현상은 강종마다 합금 중 C 및 Mn 농

도, 입열량에 의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입열량을 변화시킨 S45C강의 경우 인장 성질(인장강

도, 연신율)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입열량이 클수

록 페라이트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값이 소폭 감소하

였다. Mn이 많이 함유된 DP780강과 K55강에서는 ferrite

rich zone을 보이는 DP780 (medium heat input), K55

(low and high heat input)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

서의 용접시편이 양호한 인장성질을 나타내었다. 

3. 페라이트 분율을 도식화 해보면 탄소가 0.3~0.4 wt%

함유된 중탄소강인 S45C, K55의 경우 용접중앙부와 용접

경계부의 분율차이가 크며, 용접중앙부에서의 페라이트 분

율이 상승하였다. 또한 Mn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DP780,

K55 강종 또한 용접중앙부에서 ferrite rich zone 이 발견

되었다. 이 현상은 용접시 입열에 의한 탈탄 또는 탈망

간 현상으로 인해 페라이트 분율이 상승하여 나타나는 현

상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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