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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지 열원에 따른 스테인리스강의 제살용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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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n  Autogenous Weldability of Stainless Steel using High Energy
Heat Source

Jong-Do Kim†․Chang-Je Lee1․Moo-Keun Song2

요  약: 오늘날 LNG선의 용 에는 아크와 라즈마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크용 은 에 지 도가 낮아 

후 에 해서 다층용 이 불가피하며, 고 도 열원인 이  용 에 비하여 용 속도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  용 시 다층용 에 의한 용 부의 조직  결함이나 과  입열로 형성된 열 향부 등의 문제

를 해소하기 하여 키홀용 에 의한 원패스 용 이 고려되고 있다. 키홀용 이 가능한 열원은 이 , 
자빔, 라즈마가 있으며, 재 라즈마 용 이 아크를 체하여 LNG선 카고탱크의 멤 인 용 에 

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멤 인의 용 에 이 를 용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다. 본 연

구에서는 LNG선용 스테인리스강에 한 이버 이   라즈마 아크 용 의 용 성, 기계  성질 

 미세조직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이  용 이 더 빠른 용 속도에서 좁은 용 부와 열 향부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LNG선의 용 에서는 이버 이 가 보다 우수한 용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고에 지 열원, 라즈마 아크, 멤 인, 원패스 용

Abstract: Today the welding for LNG carrier is known to be possible using arc and plasma arc welding
process. But because of the lower energy density, arc welding is inevitable to multi-pass welding for thick
plate and has a limit of welding speed compared to laser which is high energy density heat source. When
thick plate is welded, weld defect by multi-pass welding and heat-affected zone by high heat-input were 
formed. Therefore one-pass welding by key-hole has been considered to work out the problems. It is 
possible for Laser, electron beam, plasma process to do key-hole welding. Nowadays, plasma process has 
been used for welding membrane of cargo tank for LNG carrier instead of arc process. Recently, many 
studies have examined to apply laser process to welding of membrane. In this paper, weldability,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for LNG carrier welded by fiber laser were 
compared to those by plasma. As a result, although the laser welding has several times faster speed, similar
properties and smaller weld and heat affected zone were obtained. Consequently. this study proves the 
superiority of fiber laser welding for LNG carrier.
Key w ords: High energy heat source, Plasma arc, Membrane, One-pass welding

†교신 자(한국 학교 기 공학부, E-mail: jdkim@hhu.ac.kr, Tel: 051-410-4253)
1 BEST F.A 기술연구소, E-mail: lab@bestfa.co.kr, Tel: 055-286-6060
2 한국해양 학교 학원, E-mail: moobburi@hanmail.net, Tel: 051-410-4676

1. 서  론 
재 스테인리스강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속재료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는 소재이다. 특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은 다른 종류의 스테인리스강에 비하여 매우 

뛰어난 용 성으로 인해 리 사용되고 있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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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용 에는 아크, 라즈

마, 자빔, 이 , 마찰교반 용  등에 이르기까

지 부분의 열원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용

시 열 향부에서 입계 민화가 발생하기 쉽다. 입
계 민화는 스테인리스강이 400 ~ 800℃에서 장시

간 유지될 경우 Cr이 C와 결합하여 입계에 탄화물

로 석출되며, 이 과정에서 입계주변의 Cr 비율이 

낮아져 스테인리스강 고유의 내식성을 잃게 되는 

상으로, 스테인리스강의 용 성능을 하시키는 

요인이다[1-3]. 이러한 이유로 입계 민화의 발생

을 방지하기 해 탄소의 함량을 하게 감소시

킨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게 탄소

의 함량을 감소시킨 스테인리스강은 극 온이 요

구되는 LNG 카고탱크의 재료로 사용이 된다.
표 인 탄소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인 STS304L과 STS316L은 멤 인 방식의 LNG 
카고탱크에 사용되고 있다. STS304L은 1, 2차 방

벽에 사용되며 STS316L은 구조재로서 탱크를 지

탱하는 역할을 한다. 이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는 

LNG선의 멤 인 용 에는 생산성  품질향상

에 주안 을 두어 재에는 라즈마 아크용 이 

용되고 있다. 특히 멤 인은 LNG와 직 으

로 하는 부분으로 온에서의 기계  성질이 

매우 요하기 때문에 라즈마 아크 용 을 용

하여 온특성이 우수한 용 부를 얻고 있다. 하지

만 라즈마 용 은 용 속도가 분당 수십 cm로 

느리기 때문에 생산성 증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멤 인 용 에 이버 

이 를 용하여 용 속도를 증 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STS304L과 STS316L 소재에 

한 이버 이  용 을 실시하여 라즈마 용

특성과 비교․분석하 다. 이버 이 는 공진

기가 일체화되어있고 미세한 직경의 이버를 매

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이 용이하여 체 시스

템을 소형화할 수 있어 LNG선의 용 과 같이 선

박의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동과 

설치가 상 으로 용이하다. 한 기존의 이

보다도 높은 빔품질로 인해 에 지의 집속도가 높

아 상 으로 은 입열로 어스팩트비가 큰 용

부를 얻을 수 있으며, 유지  리 측면에서도 우

수한 특성을 가진다. 여기 원으로 LD를 사용함으

로 이  효율이 25 % 정도로 Nd:YAG 이 에 

비해 매우 높으며, LD의 수명도 50,000시간 정도

로 길고 시스템이 간단하다. 그리고 이버 송이 

가능하며 거리를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굴곡이 

심한 멤 인의 합에 다양한 방법으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4].

2. 실험 재료  방법
일반 으로 스테인리스강의 용 시 최고온도가 

약 1,000℃ 이상의 부분에서는 C가 조직내에 고용

되는 반면 Cr 탄화물 형성온도인 400 ~ 800℃로 가

열된 부분에서는 탄소가 쉽게 탄화물을 형성하여 

입계 민화가 발행한다. 다만 C의 함량이 하

게 낮은 경우에는 입계 민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탄화물을 형성할 수 있는 C의 양을 이기 

해 Ti, Nb 등과 같이 C와의 친화력이 Cr보다 높

은 원소를 첨가하거나, 탄소의 함량을 감소시킨 강

종을 사용하여 방할 수 있으며, 한 C함량에 따

른 석출임계온도 범 를 피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

화시킬 수 있다[5-9]. 본 실험에서는 LNG 카고탱

크에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인 두

께 1.2mm의 STS304L과 8mm의 STS316L 소재를 

사용하 으며, 그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낸다. 한 

Table 2에는 사용 재료의 Cr  Ni 당량을 나타낸

다. 사용된 시험편의 치수는 150×50mm로 단하

여 사용하 으며, 인장시험 등 기타 분석을 하여 

크기를 조 한 경우도 있다.

Element(%)
Material

Cr Ni C Mn Si P S Mo

STS304L 18.81 10.05 0.017 1.27 0.38 0.024 0.007 0.101

STS316L 16.85 9.95 0.027 1.49 0.65 0.023 0.004 2.1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

Parameter
Material

Creq, wt.% Nieq, wt.% Creq/Nieq

STS304L 19.48 11.20 1.74

STS316L 19.98 11.50 1.74

Table 2: Creq, Nieq and Creq/Nieq of stainless steel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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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이버 이  용 과 라즈마 용 을 

실시한 후 용 특성을 비교하 다. 이버 이  

용 은 앞선 자의 연구에서 실시된 조건  맞

기 용 의 최 조건을, 그리고 라즈마 용 은 

용입에 큰 향을 미치는 류, 노즐직경  라

즈마 가스의 유량을 공정변수로 설정하여 맞 기 

용 에 한 최 의 용 조건을 선정하 다. 각 용

조건을 용한 용 부에 하여 미세조직을 비

교하 으며, 샤르피  인장시험 그리고 경도 측정

을 통한 기계  성질도 평가하 다. 샤르피 충격시

편은 KS B 0809에 따라 두께 5 mm의 축소 시험

편으로 제작하 다. 실험은 제작된 시편의 냉각시 

균일한 온도구배를 하여 -196℃의 액체질소에 시

편을 10분간 침지시킨 후 충격시험을 실시하 다. 
한 인장시험은 KS B 0801의 5호 시험편으로 제

작하 으며, KS B 0802의 인장시험방법을 용하

여 속도 2 mm/min으로 시험하 다. 경도측정시 부

하하 은 재료의 두께와 압흔의 크기를 고려하여 

0.3 kg의 하 을 가하 으며, 표면에서 0.5 mm 깊
이에서 폭방향을 따라 500 um 간격을 두고 경도측

정을 하 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열원에 따른 용입특성

이  용 부의 미세조직과 라즈마 아크용

을 실시한 용 부를 비교한 결과를 Figure 1와 

Figure 2에 나타낸다. 용 부의 단면사진에서 보듯

이 라즈마 아크용 은 용 속도가 느리고 입열

이 크기 때문에 이  용 부와 비교하여 용융부

가 매우 크게 형성되어 있다. Figure 1의 1.2mmt 
STS304L에서는 라즈마 가스의 집 성이 이

와 비교하여 히 떨어지기 때문에 면비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라즈마 가스압에 의한 

비드의 처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 라즈마 용

부는 라즈마 가스의 압력에 의해 하부로 몰린 

용융 속의 열 달로 이면비드의 용융 경계부에 

과  입열에 의한 국부 용융역을 형성시키고 있다.
한편, Figure 2의 8mmt STS316L의 경우에는 재

료를 통하는 키홀이 발생하여 이면비드의 형상

이 안정 으로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용융

부 조직은 이  용 에 비하여 열원의 입사지

으로 향하는 수지상정의 형태가 뚜렷하게 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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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이  용 비 과 한 입열로 인해 열

향부의 결정립계가 국부 으로 용융되어 입계주

변만 용융되고 남아있는 결정립이 찰되며, 용융

부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각 용 부의 기계  성질

Figure 3은 STS316L의 모재, 이  용 부, 
라즈마 용 부에 한 샤르피 충격치  인장강도

를 나타낸다.

(a) Charpy test results at -196℃

(b) Tensile test results

. 

Figure 3: Charpy and tensile test result for butt 
welded specimen of STS316L

LNG선의 카고탱크는 화물을 운송할 때 극 온

인 약 -160℃로 유지되기 때문에 온에서도 우수

한 강도와 인성을 가지는 재료가 요구된다. 특히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STS316L의 경우, 슬로싱과 

같은 반복 인 물리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함

으로 용 부에서 온인성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196℃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온 샤르피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STS316L의 온

인성 평가를 실시하 다.  Figure 3(a)의 샤르피 충

격시험 결과를 보면 이버 이  용 부와 라

즈마 용 부 모두 모재와 비교하여 평균 으로 6
J/cm2 이상의 더 높은 에 지 흡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한 Figure 3(b)의 인장강도의 경우 이  용

  라즈마 아크 용 재의 인장강도는 모두 

모재의 인장강도보다 증가하 으며, 라즈마 아크 

용 재의 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라

즈마 아크 용 재의 경우는 다른 조건들에 비하여 

인장강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은 

용 부에서 단된 경우, 단의 원인은 주로 라

즈마 가스에 의해 형성된 미세한 기공으로 인한 

것으로, 기공의 발생량에 따라 인장강도의 편차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한편, Figure 4는 용 부의 경도분포  인장시

험 후의 변형된 시편의 형상을 나타낸다. 라즈마 

아크로 용 된 시편에서는 과 한 입열로 인해 경

도가 격히 감소하 다. 그에 따라 인장시험 후 

용 부의 변형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이 와 라즈마 아크 용 법 모

두 LNG선용 스테인리스강의 용 시 건 한 용

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라즈마 아크용 에

서는 용 부의 연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

재로 사용되는 STS316L에 용하기에는 부 합하

며, 이버 이 의 경우 용 속도가 라즈마에 

비하여 10배 이상 빠르므로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

서 보다 우수한 용 법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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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sma arc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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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iber laser welding

Figure 4: Comparison of hardness distribution and 
deformation after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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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 부의 미세조직

3.3.1 STS304L의 미세조직

Figure 5는 Table 2에 도출된 Cr 당량과 Ni 당량

을 Shaeffler 도표에 용하여 오스테나이트와 펄라

이트의 비율을 측한 결과이다. 도표에 의해 재료 

내부에는 약 7%의 페라이트가 존재함을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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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hase contents of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predicted by Shaeffl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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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icrostructure of STS304L welded by laser 
and plasma heat source

Figure 6은 이   라즈마 아크로 용 된 

STS304L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그림에서 이  

용 재의 미세조직을 살펴보면, 우선 (a)의 용융경

계에서는 평활계면성장에 의한 조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용융부인 (b)와 그 확 사진인 (c)에서 용

융부의 심으로 성정한 덴드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미세조직이 형성된 원인은 에 지 

도가 높은 이 로 빠르게 용 하여 용융경계에

서는 온도구배가 크지만 용융부의 심에서는 온

도구배가 작기 때문이며 한 입열량이 매우 으

므로 셀 퀜칭(self quenching)에 의해 고온조직이 

잔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편, 라즈마 아크 용 재의 미세조직을 보면, 

(f)의 용 부의 조직은 스테인리스강이 FA모드로 

응고될 때 주로 형성되는 vermicular 페라이트가 

찰된다. 그러나 모재에 근 한 용융부인 (d)와 

그 확 사진인 (e)에서는 등축 덴드라이트가 찰

된다. 이는 라즈마 아크용 에 의한 입열이 크

고, 박 에서의 열 도가 거의 2차원으로 이루짐으

로써 용융경계에 존재하는 결정립에서부터 덴드라

이트가 성장할 때 용융부의 심에서 지속 으로 

열이 공 되어 덴드라이트 주변의 온도가 융 에 

가깝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 응고과정에서 잠

열이 추가로 방출되므로 덴드라이트의 일부가 재

용융되어 분리되면, 분리된 덴드라이트가 핵이 되

어 등축성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용융계면에서 등

축 덴드라이트가 형성되었다고 단된다.

3.3.2 STS316L의 미세조직

Figure 7은 이  용 된 STS316L의 미세조직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b)는 용융경계부의 확

사진으로 오스테나이트 주의 조직이 형성된 

반면, 용융 심부인 (c)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스

테인리스강보다 당량비가 높은 재료에서 주로 형

성되는 acicular 페라이트(d)  lathy 페라이트(e)가 

국부 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  

용 의 특성상 입열이 어 냉각속도가 빠르므로 

용융경계에서의 과냉도가 높아 오스테나이트의 형

성이 진되어[1], 이후에 응고되는 용융부 심에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의 비 이 상 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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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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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icrostructure of STS316L welded by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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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icrostructure of STS316L weld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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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즈마 아크로 용 된 STS316L의 미세

조직은 Figure 8에서 보듯이 이  용 재와는 반

로 (a)의 용융부 상부의 용융경계에서는 acicular 
페라이트가 형성되었으며, 용융부 앙인 (c)에는 

vermicular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라

즈마 아크의 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입열량이 

크게 증가하여 응고 기에 δ-페라이트의 형성이 

진되면서 먼  응고된 용융경계부 주변에 페라이

트 안정화 원소의 비 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그러나 (b)에서 보듯이 비교  냉각속도가 

빠른 용융부의 하부에서는 박 인 STS304L의 경

우와 같이 용융경계부에 등축 덴드라이트 조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상과 같은 조직분석을 통하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상온조직 형성에는 당량비, 입열량 

 냉각속도의 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 다.

4. 결  론
LNG선용 스테인리스강에 하여 이버 이  

 라즈마 아크 용 을 실시한 후 용 부에 

한 특성을 비교․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2mmt STS304L의 이버 이   라

즈마 아크 용 부를 비교한 결과 상 으로 느린 

용 속도로 인한 높은 입열로 인해 라즈마 아크 

용 의 용융부가 크게 형성이 되었다. 한 라즈

마 가스압에 의해 비드처짐 상을 나타냈다.
(2) 8mmt STS316L의 경우에도 역시 라즈마 

아크용 의 용융부가 넓게 형성되었으며, 과입열로 

인해 열 향부의 결정립계가 국부 으로 용융된 

조직을 보 다.
(3) 각 용 재에 한 사르피 충격시험  인장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와 라즈마 용 부는 

모두 모재보다 높은 에 지 흡수량을 나타내었으

며, 인장강도 역시 모재에 비해 증가한 값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용 부의 조직분석을 통해 STS304L의 이

 용융부에서는 용융부 심으로 성장한 덴드라

이트 조직을, 라즈마 아크 용 부에서는 

vermicular 페라이트와 모재 근방 용융부에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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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덴드라이트가 찰되었다. 한 STS316L의 경

우 이  용융 심부에서는 acicular  lathy 페
라이트가 국부 으로 형성되고, 라즈마 용 된 

용융부 앙은 vermicular 페라이트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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