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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In this study, three kinds of bainitic steel plates are manufactured by varying the chemical compositions and

their microstructures are analyzed. Tensile and Charpy impact tests are performed at room and low temperature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addition, heat affected zone (HAZ)

specimens are fabricated by a simulation of welding processes, and the HAZ microstructure is analyzed. The base steel

that has the lowest carbon equivalent has the highest volume fraction of acicular ferrite and the lowest volume fraction

of secondary phases, so the strength is the lowest and the elongation is the highest. The Mo steel has a higher volume

fraction of granular bainite and more secondary phases than the base steel, so the strength is high and the elongation is

low. The CrNi steel has the highest volume fraction of the secondary phases, so the strength is the highest and elongation

is the lowest. The tensile properties of the steels, namely, strength and elongation, have a linear correlation with the volume

fraction of secondary phases. The Mo steel has the lowest Charpy impact energy at -80 oC because of coarse granular

bainite. In the Base-HAZ and Mo-HAZ specimens, the hardness increases as the volume fraction of martensite-austenite

constituents increases. In the CrNi-HAZ specimen, however, hardness increases as the volume fraction of martensite and

bainitic ferrite increases.

Key words bainitic steel plates, chemical compositions, tensile properties, charpy impact properties, heat affected zone.

1. 서 론

고강도 고인성을 갖는 후판강은 대형 구조물의 건설에

주로 사용되는 철강재료로서, 최근에는 극지방이나 심해

저와 같은 곳에서 해양플랜트의 건설에 사용되기 위해

서 기존보다 더욱 우수한 저온 인성을 가져야 한다. 이

러한 후판강은 고강도와 고인성을 갖기 위해서 주로 베

이나이트계 조직이 이용된다.1-3) 하지만, 후판강은 두께

가 두꺼워서 제조 공정에서 냉각 속도의 한계로 인해서

주로 다양한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베이나이트계 조직을

얻고, 강도와 저온 인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로 연구되고

있다.4-14) 비록 베이나이트계 후판강의 모재가 우수한 물

성을 가지더라도 용접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열영

향부는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이 또 바뀌게 된다.7-12)

후판강의 용접 전후 미세조직과 물성의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합금원소에 대한 연구는 주로 탄소당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당량이 높을수록 저온변태조직인

마르텐사이트나 베이나이트의 형성이 유리하다.13-19) 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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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부의 저온 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원소인

Ni은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서, 페라이트의 상변태

를 지연시켜 저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유도하며, 저온변태

조직의 결정립을 미세하게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20) 강

도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Mo과 Cr은 고용강화 및

저온변태조직 형성을 돕는 원소이고, 합금량을 최적화함

으로서 베이나이트계 미세조직을 치밀화 시킨다고 알려

져 있다.3,21,22) 이러한 베이나이트계 후판강의 모재 및 열

영향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화학 조성

의 영향이 정성적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최근 개발되는

다양한 화학 조성 및 제조 공정을 갖는 베이나이트계 후

판강의 물성 향상을 위해서 더욱 정량적인 결과를 바탕

으로 한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 분석이 더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 조성을 달리한 3종류의 베

이나이트계 후판강을 제조하고 이들의 미세조직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상온에서 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저온에

서 샤르피 충격 시험을 실시하여 모재의 미세조직과 기

계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용접공정모사

를 통해 열영향부 시편을 제조하고, 그 미세조직을 분

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베이나이트강의 모재와 열

영향부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화학 조성

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베이나이트계 후판강의 제조 및 열영향부 모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의 화학 조성과 제조공정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Mo, Cr, Ni을 제외한

다른 화학 조성의 함량은 거의 동일하며, Base 강은 탄

소당량이 0.40 %으로 가장 낮고, Mo, Cr, Ni의 함량도

가장 낮다. Mo 강은 탄소당량이 0.41 %이고, Base 강에

비해 Mo의 함량을 0.05 wt%로 증가시켜 Mo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CrNi 강은 탄소당량이 0.44 %로 가

장 높고, Mo 강에 비해 Mo의 함량은 감소시키고, Cr

과 Ni을 2배 증가시켜 Ni과 Cr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모든 강은 1,000~1,200 oC에서 오스테나이트화 열

처리를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이후 공냉을 하면서 압

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조압연/사상압연 횟수

를 각각 4회씩 실시하였고, 최종 판재 두께는 50 mm이

다. 마무리 압연 후 두께 중심을 기준으로 10~15 oC/s의

속도로 수냉하여 400~450 oC까지 수랭하고, 이후 공랭하

여 베이나이트강을 제조하였다.

열영향부를 모사하기 위해서 Fig. 1의 열 사이클을 적용

하여 MTCS 장비(thermorestor-W, Fuji Electronic Industrial

Co., Tokyo, Japan)로 CGHAZ(coarse-grain heat affected

zone)조직을 구현하였다. Fig. 1의 열 사이클로 적용된 입

열량은 각각 7과 13 kJ/cm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해양플

랜트용 철강의 용접에 주로 사용되는 플럭스 코어드 아

크 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조건과 서브머

지드 아크 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조건을 모

사한 것이다. 열영향부 모사 시편은 강재명 뒤에 입열

량인 ‘7’ 또는 ‘13’을 붙여서 표시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teels.

Chemical composition (Wt.%)

Steel C Si Mn P S Mo Cr Ni Cu Others Ceq (%)

Base 0.07

~

0.08

0.15

~

0.20

1.5

~

2.0

<0.01 <0.002

0.01 0.03 0.5 0.15

~

0.30

Al, Ti, 

Nb, V

0.40

Mo 0.05 0.03 0.5 0.41

CrNi 0.03 0.06 1.0 0.44

*Ceq(%) = C + Mn/6 + (Ni+Cu)/15 + (Cr+Mo+V)/5

Table 2. Rolling and cooling conditions of the steels.

Process
Reheating temperature

(
o
C)

Rolling pass

(Roughing mill/Finishing mill)

Finish rolling

 temperature (
o
C)

Finish cooling

temperature (
o
C)

Cooling rate

(
o
C/s)

Steel 1000~1200 4/4 700~750 400~450 10~15

Fig. 1. Schematic diagram of weld thermal cycles of the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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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세조직 분석 및 기계적 특성 평가

미세조직 분석을 위하여 철강의 두께 1/4 지점에서 조

직 관찰용 시편을 채취하였다. 모든 시편의 압연 롤이

닿는 면(longitudinal-transvers plane)을 2,000 grit의 사포

로 연마 후, 1 µm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으로 미세 연마

하였다. 이후 나이탈 용액(에탄올+질산)과 Le Pera 용액

으로 에칭하여, 광학 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여 조직을 관찰

하였다.

철강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도 시험, 인

장 시험, 샤르피 충격 시험을 진행하였다. 경도 측정은

비커스 경도기를 사용하였고, 하중은 500 g, 하중 유지 시

간은 10s로 설정하였다. 인장 시편은 강재의 두께 1/4의

위치에서 압연 방향에 수직한 방향(transverse direction)

으로 채취하였으며, 지름 50 mm, 표점 거리 200 mm

의 봉상 시편으로 가공하였다. 해양플랜트의 건설에 사

용되는 후판강의 경우, 선급 규정에서 후판강의 압연 방

향에 수직한 방향(transverse direction)으로 인장 시편

을 채취하고 인장 시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장 시

험은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여 10−3/s의 변형 속도로 상

온에서 실시하였다. 샤르피 충격 시험에 사용된 시편도

강재의 두께 1/4의 위치에서 크기는 10×10×55 mm로

채취하였으며, 시편과 V-노치의 방향은 각각 압연 방향

에 수직한 방향(transverse direction)과 압연 방향에 평

행한 방향(longitudinal direction)이다. 모재는 -20 ~ -80
oC에서 ASTM E23에 따라 샤르피 충격 시험을 실시

하였다.

3. 실험 결과

3.1 모재 조직과 기계적 특성

Fig. 2에 모재의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나타내었다. 베이나이트계조직은 형태학적 특징으로 구분

하였다.23-25) 모든 강은 침상형 페라이트(acicular ferrite,

AF)가 주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입상형 베이나이트

(granular bainite, GB)가 함께 관찰된다. AF는 다각형

페라이트 보다 빠른 냉각속도에서 형성되고, 결정립의 크

기가 수 µm 정도이고, 결정립계에 미세한 크기의 경질

상이 분포하여, 강도와 저온 인성이 우수한 조직이다.23-25)

GB는 준다각형 페라이트 보다 빠른 냉각속도에서 형성

되는 조직으로 고경각 결정립계로 결정립을 구분한 패

킷(packet)이 크고, 패킷 내부에 미세한 복합탄화물, 잔류

오스테나이트, M-A(martensite-austenite constituents) 등

과 같은 경질의 이차상이 혼재되어 있는 조직이다.23-25)

냉각 공정 시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로 변태되면서 주

변으로 원소가 이동하는데, 이 때 다량의 원소가 고용되

어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로 변태되지 못하고 남은 조

직이 M-A가 된다. 이러한 M-A는 높은 농도로 원소가 고

용되어 있고, 결정이 뒤틀리며 높은 전위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경질상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M-A는 마르텐사이

트와 오스테나이트의 결정 구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마르텐사이트나 오스테나이트 단상과는 다르다.23-25) Fig.

2의 고배율 광학 현미경 사진에서 이차상은 그 크기가

1 µm 정도이고 형상도 구형으로, 모든 강에서 비슷한 크

기와 형상을 갖는다. 하지만, 이차상 분율은 강재에 따

라 차이가 있다.

탄소당량이 가장 낮고 합금 원소도 가장 적은 Base 강

에는 AF와 GB의 분율이 각각 90 %와 10 % 정도 분포

한다 AF의 결정립 크기는 5~10 µm로 매우 미세하며,

GB의 결정립 크기는 20 µm 정도로 크다. 결정립계에는

탄화물 또는 M-A 등 경질의 이차상이 4.0 % 분율로 고

르게 분포하며, 그 크기는 1 µm 이하로 매우 미세하다.

Mo 강에는 AF와 GB의 분율이 각각 80 %와 20 % 정

도 분포한다 AF의 결정립 크기는 5~10 µm로 매우 미

세하며, GB의 결정립 크기는 30~50 µm로 매우 조대하

다.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이차상은 1 µm 이하의 크기로

매우 미세하고 고르게 분포하지만, GB 내부의 이차상은

이보다 크다. Mo 강에 존재하는 이차상의 분율은 4.8 %

이다. 탄소당량이 가장 높고 합금 원소도 가장 많은

CrNi 강에는 AF와 GB의 분율이 각각 90 %와 10 % 정

도 분포한다 AF의 결정립 크기는 5~10 µm 로 매우 미

세하며, GB의 결정립 크기는 20 µm 정도이다. 전반적으

로 이차상이 고르게 분포하며 그 분율은 5.7 %이고, 그

크기는 Base 강에 비해 조금 더 크다.

Table 3에 상온에서 시험한 인장 특성을 나타내었다.

해양플랜트용 강재는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

뉘며, Base 강은 460 MPa급, 나머지 강은 500 MPa급

해양플랜트용 강재로 적용이 가능한 항복강도 조건을 만

족한다. Base 강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가장 낮고, 연

신율은 가장 높다. CrNi 강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가

장 높고, 연신율은 가장 낮다. 항복비(=항복강도/인장강

도)는 모든 강에서 83~85 %로 비슷하다. 

Table 4에 저온에서 시험한 샤르피 충격 특성을 나타

내고, Fig. 3에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20 oC

에서 세 강의 샤르피 충격 에너지는 296~311 J로 비슷

한 수준이다. 하지만 Mo 강의 샤르피 충격 에너지는 편

차가 55J로 가장 크다. 저온으로 갈수록 샤르피 충격 에

너지는 감소한다. Base 강은 온도가 감소할수록 샤르피

충격 에너지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 Mo와 CrNi 강

의 샤르피 충격 에너지는 온도가 감소할수록 크게 감소

한다. 그리고 샤르피 충격 에너지의 편차가 커지는데,

-60 oC 이하에서는 그 편차가 100 J 이상으로 크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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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구간에서 연성-취성 천이(ductile-brittle transition)가

일어나며 파괴기구가 바뀌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열영향부 조직과 경도

열영향부 모사 시편의 미세조직은 마르텐사이트(marten-

Table 4. Charpy impact properties of the steels.

Steel
Charpy impact energy at test temperature (J)

-20 
o
C -40 

o
C -60 

o
C -80 

o
C

Base 299±26 268±80 259±300 215±210

Mo 296±55 329±30 204±115 119±119

CrNi 311±12 198±71 185±107 131±131

Fig. 2.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a) Base, (b) Mo, and (c) CrNi steels.

Table 3. Tensile properties of the steels.

Stee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Yield ratio

(%)

Base 460 552 27 85

Mo 525 634 19 83

CrNi 549 642 1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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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M), 베이나이트계 페라이트(bainitic ferrite, BF), AF,

GB로 구성되어 있다. M는 가장 빠른 냉각속도에서 형

성되며, 구 오스테나이트에서 특정 방향으로 생성된다.

M는 전위밀도 및 쌍정 밀도가 높아 강도는 높으나 인

성이 매우 낮다. BF는 AF보다 더 빠른 냉각속도에서

형성되며, 결정립의 크기는 수십 µm 정도이며, 경질상

이 래스(lath)형태를 띄고 있어 강도는 우수하나 인성은

AF에 비해 낮다. 특히, 경질상이 분포하는 BF는 패킷

의 크기가 클 경우, 저온 인성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26,27)

Fig. 4와 5에 열영향부 모사 시편의 미세조직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나타내고, Table 5에 각 미세조직

의 분율과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Table 5

에서 M-A 분율은 Fig. 5의 Le Pera 에칭으로 나타난

사진을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광학 현미경 사진에서는 색깔의 구분으로 쉽게 흰색의

M-A 상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시편의 M-

A 상의 크기, 형상, 분율을 측정하였다. 나머지 조직의

분율은 Fig. 4의 나이탈 에칭한 사진을 이미지 분석 프

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용접 모사 시 입열량

이 증가할수록 냉각속도는 느려지므로, 입열량이 13 kJ/

cm인 시편들은 7 kJ/cm인 시편들에 비해 M와 BF의 분

율이 감소하고, AF와 GB 분율이 증가한다. 이는 냉각

속도가 느릴수록 GB, AF, BF, M 의 순서로 미세조직

이 우선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Base7과 Base13 시

편은 주로 BF로 구성되어 있으며, AF의 분율이 나머지

시편에 비해 높다. M-A 분율은 3.2~4.8 %이고, 비커스

경도는 264~266 Hv로 나머지 시편들에 비해 낮다. Mo7

과 Mo13 시편도 주로 BF로 구성되어 있으며, GB의 분

율이 다른 시편들에 비해 높다. M-A 분율은 3.7~6.4 %

이고, 비커스 경도는 276~284 Hv로 다른 시편들에 비해

높다. 주조직이 BF임에도 불구하고 M-A의 분율이 가장

높은 Mo7 시편은 경도가 가장 높았다. CrNi7과 CrNi13

시편은 M와 BF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AF가 일부

관찰된다. M-A 분율은 2.6~4.2 %이고, 비커스 경도는

268~276 Hv이다.

Fig. 3. Charpy impact energ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of the (a) Base, (b) Mo, and (c) CrNi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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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a) Base7, (b) Base13, (c) Mo7, (d) Mo13, (e) CrNi7, and (f) CrNi13 HAZ specimens, nital etched.

Table 5. Volume fractions of microstructures and Vickers hardness of the HAZ specimens.

HAZ

Specimen

Volume fractions of microstructure (%) Vickers

hardness (Hv)M BF AF GB M-A*

Base7 - 70 20 10 3.2 264±4

Base13 - 50 30 20 4.8 266±9

Mo7 - 70 - 30 6.4 284±4

Mo13 - 30 30 40 3.7 276±4

CrNi7 45 45 10 - 2.6 0276±14

CrNi13 40 40 20 - 4.2 268±3

M-A* : Martensite-Austenite 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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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고찰

4.1 베이나이트계 후판강의 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미

치는 화학 조성의 영향

탄소당량의 증가는 저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유도하여 베

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의 분율을 증가시킨다.15-19) 그리

고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Ni의 증가는 페라이트

의 상변태를 지연시켜 저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유도한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탄소당량이 0.44 %로 가장 높은

CrNi 강에서 가장 많은 5.7 %의 이차상이 관찰되었고, 이

차상의 크기도 다른 강들에 비해 크다. Cr은 저온변태

조직의 결정립을 미세화시키거나 전체 조직을 치밀화시

킨다고 알려져 있다.3) 이러한 이유 때문에 CrNi 강에서

관찰되는 GB는 Mo 강의 GB에 비해 결정립의 크기가

작다. Mo은 경화능 원소로서, 탄소의 확산을 억제시키

고 오스테나이트 내 탄소 영역을 확대시켜서 저온변태

조직의 형성을 유도하여 GB나 M-A 형성에 유리하며, 결

정립 미세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21,22) 따라서 Mo

강에서는 다른 강들에 비해 조대한 결정립을 갖는 GB

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었다. 즉, 탄소당량이 가장 낮

Fig. 5.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a) Base7, (b) Base13, (c) Mo7, (d) Mo13, (e) CrNi7, and (f) CrNi13 HAZ specimens, Le Pera e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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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ase 강에서는 가장 낮은 분율의 GB와 이차상이 형

성되었다. Mo 강에서는 GB의 분율과 크기가 Base 강

에 비해 증가하였고, 이차상의 분율도 약간 증가하였다.

CrNi 강은 탄소당량이 가장 높지만, Cr의 결정립 미세

화 효과로 인해 GB의 크기가 Mo 강에 비해 작고 그

분율도 감소하지만, 저온변태상이 형성되지 못한 영역에

서는 이차상이 크고 높은 분율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화학 조성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는 기

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6에 이차상의 분

율에 따른 강도 및 연신율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이차상의 분율이 가장 높은 CrNi강에서 가장 강

도가 높고 연신율이 가장 낮다. 반면, GB와 이차상 분

율이 가장 낮은 Base 강의 강도는 가장 낮고, 연신율은

가장 높다. Mo 강의 이차상 분율은 Base 강보다 높고

CrNi 강보다 낮지만, 50 µm 정도의 조대한 결정립을 갖

는 GB의 분율이 20 %로 높기 때문에 강도와 연신율이

직선적인 경향성에 비해 조금씩 벗어나 있다. 즉, 강도

는 조금 더 높지만, 연신율은 매우 낮다. 이는 저온변

태조직인 GB의 15o 이상의 고경각 결정립계로 구분한

유효결정립(effective grain)이 수십~수백 µm로 조대하여,

강도의 증가보다 연신율의 감소에 더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26,27)

-20 oC 샤르피 충격 에너지는 모든 강에서 296~311 J

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Mo 강의 -20 oC 샤르피 충

격 에너지는 그 편차가 55 J로 다른 강들에 비해 큰데,

이는 50 µm 정도의 조대한 결정립을 갖는 GB의 분율

이 20 %로 다른 강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

효결정립이 큰 조직을 갖는 철강에서는 취성 파괴가 발

생할 때 단위균열길이(unit crack path)도 유효결정립크기

와 같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인해 파괴전파 에너지도 낮

다고 알려져 있다.26,27) 모든 강들에서 샤르피 충격 에너

지는 시험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며, 이는 연성파

괴에서 취성파괴로 파괴 기구가 바뀌기 때문이다. Base

강은 조직이 주로 AF로 형성되어 있고, 이차상의 분율

도 낮아서 샤르피 충격 에너지가 시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고, 그 편차도 작았다. 반면, 다른 두

강은 샤르피 충격 에너지가 시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고, 그 편차도 컸다(Fig. 3). Fig. 7에 이차

상의 분율에 따른 -60과 -80 oC 샤르피 충격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저온에서의 샤르피 충

격 에너지는 이차상 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그

편차도 매우 커졌다. 특히, Mo 강은 Base 강에 비해 이

차상 분율은 0.7 % 많지만, 샤르피 충격 에너지의 편차

는 매우 컸다. 이는 Mo 강에 조대한 결정립의 GB 분

율이 20 %로 높기 때문에 저온 취성 파괴 시 샤르피 충

격 에너지도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4.2 열영향부 조직 형성에 미치는 화학 조성의 영향

화학 조성에 따라 형성되는 모재의 미세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열영향부 모사 시편의 미세조직도 달라진다. 가

Fig. 6. Correlation between volume fraction of secondary phases

and (a) strength, and (b) elongation of the steels.

Fig. 7. Correlation between volume fraction of secondary phases

and Charpy impact energy of the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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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탄소당량을 갖는 Base 강의 경우, HAZ 조직

은 주로 BF나 AF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GB가 관찰되

며 작은 크기의 M-A가 고르게 분포한다. 입열량의 증

가는 냉각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Base7 시편보다

Base13 시편에서 BF의 분율이 적고 GB의 분율이 높다.

Mo 강의 HAZ 조직도 Base 강의 HAZ 조직과 마찬가

지로 BF나 AF로 구성되어 있지만, GB의 분율이 높고

M-A의 크기와 분율이 높다. 이는 경화능 원소인 Mo의

증가로 저온변태조직의 형성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모재

조직에서 존재하던 조대한 GB가 HAZ 조직에서도 조대

한 크기의 GB로 형성되기 쉬웠기 때문이다.21,22) 가장 높

은 탄소당량을 갖는 CrNi 강의 경우, HAZ 조직은 M

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Cr과 Ni이 각각 페라이

트 형성과 HAZ 조직 미세화를 유도하면서,3,21,22) BF와

M가 함께 형성되어 매우 치밀하고 복잡한 형태의 HAZ

조직이 관찰된다. 높은 탄소당량임에도 불구하고 M가 다

량 형성되었기 때문에 M-A 분율은 오히려 다른 강들에

비해 낮았다.

HAZ 시편의 M-A 분율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Fig. 8

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각 시편의 주 조직과 M-A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3가지 군으로 묶어서 경향성을 나

타낼 수 있다. Base-HAZ 시편은 주 조직이 BF와 AF이

고, M-A의 크기가 작고 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

는 경도를 갖는다. 반면, Mo-HAZ 시편은 주 조직은 BF

와 AF로 Base-HAZ 시편과 비슷하나, M-A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경도를 갖는다. 두 종류의 HAZ

시편들은 모두 M-A 분율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한

다. CrNi-HAZ 시편은 주조직인 M+BF이기 때문에 M-

A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도를 가진다. 또한

M-A 분율이 증가하여도 M+BF 분율이 더 높은 HAZ

시편에서 더 높은 경도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주 조직

이 BF와 AF인 HAZ 시편의 경우에는 M-A 분율이 높

고 그 크기가 클수록 경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주 조

직이 M+BF인 HAZ 시편의 경우에는 M-A 분율보다

M+BF 분율이 경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M+BF 분율

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였다. 

5. 결 론

1) 탄소당량이 가장 낮은 Base 강은 AF 분율이 90 %

로 높고, 이차상의 분율은 4.0 %로 가장 낮아서 강도는

가장 낮지만, 연신율은 가장 높았다. Mo 강은 Base 강

에 비해 50 µm 이상의 조대한 결정립을 갖는 GB 분율

과 이차상 분율이 더 높아서 강도는 높지만, 연신율은

낮았다. CrNi 강은 이차상 분율이 5.7 %로 가장 높아서

강도는 가장 높지만 연신율은 가장 낮았다. 모재의 강

도와 연신율은 이차상 분율과 직선적으로 증가 또는 감

소하는 상관관계를 가졌다. 

2) 모재의 -20 oC 샤르피 충격 에너지는 300 J 정도로

비슷하지만, 저온으로 갈수록 샤르피 충격 에너지의 감

소폭은 강재에 따라 다르다. 조대한 GB 분율이 가장 높

은 Mo 강과 이차상의 분율이 가장 높은 CrNi 강의 샤

르피 충격 에너지는 Base 강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였

다. 특히 -80 oC에서는 조대한 GB를 갖는 Mo 강의 샤

르피 충격 에너지가 가장 낮고 편차도 크다.

3) HAZ 시편의 주 조직이 BF인 경우, Mo-HAZ 시편

이 Base-HAZ 시편보다 M-A 분율이 높고 M-A 크기가

커서 경도가 높았다. 하지만, 탄소당량이 가장 높은 CrNi-

HAZ 시편은 주 조직이 M+BF였으며, 이 때는 M-A 분

율 보다는 M+BF의 분율이 높을수록 경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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