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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한 구조용강재의 극한지 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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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oldRegionsbytheCharpyImpac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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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구조용강재의 샤르피 충격시험(CharpyImpactTest)을 통해 온에서의 충격 인성(ImpactToughness)평

가를 실시하여 사용 가능 온도를 악함으로써 강재의 극한지 용성을 검토하 다.본 시험에 사용된 강재는 용 구조용강 재 가장 리

쓰이는 강종인 SM490B와 TMCP(Thermo-MechanicalControlProcess)법에 의해 제조된 고강도 강재인 SM570-TMC이다. 한,본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해 남극 세종기지 건설시 사용실 이 있는 일반구조용강인 SS400에 해서도 시험을 수행하 다. 부분의 강구조물

은 용 에 의해 제작되므로,강재의 극한지 용성 검토를 해 용 시험 을 제작하여 모재(BaseMetal),용 속(WeldMetal) 열양

향부(HeatAffectedZone)에 해서 충격시험을 실시하 다.단,SS400의 경우에는 용 구조용강재가 아니므로 모재에 해서 충격시험을

실시하 다. 상 강재의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해서 온에서의 충격흡수에 지 값을 구하고 이를 강재의 항복응력에 따른 충격흡수에 지의

기 값과 비교함으로써 강재의 사용온도를 결정하 으며,이를 통해서 구조용강재의 극한지 용성을 검토하 다.

ABSTRACT： Thefabricationofsteelstructuralmembersalwaysinvolvesweldingprocesssuchasfluxcoredarcwelding.

Therefore,fortheapplicationofstructuralsteelstocoldregions,itisaprerequisitetoclarifytheservicetemperatureof

theweldedjointsinordertoensurethestructuralintegrityoftheweldedparts.Inthisstudy,theCharpyimpacttest

wasconductedtoevaluatetheservicetemperatureofstructuralsteelweld.TheCharpyimpacttestisacommercial

qualitycontroltestforsteelsandotheralloysusedintheconstructionofmetallicstructures.Thetestallowsthematerial

propertiesforserviceconditionstobedeterminedexperimentallyinasimplemannerwithaverylow cost.Standard

V-notchCharpyspecimenswerepreparedandtestedunderdynamicloadingcondition.Theservicetemperaturesofthe

weld metal,HAZ (heataffected zone)and basemetalwerederived by theabsorbed energy and theimpacttest

requirements;thustheapplicabilityofthestructuralsteelstocoldregionswasdiscussedindetail.

핵 심 용 어 :극한지,구조용 강재,샤르피 충격시험, 온 충격 인성

KEYWORDS:coldregions,structuralsteels,charpyimpacttest,lowtemperatureimpacttoughness

                                                                                                                               

1.서 론

온도가매우낮은지역에서는작은균열에도강재가쪼개져쉽

게 괴될 험성이 있는데 이를 취성 괴(BrittleFracture)

라하고,취성 괴에 항하는성질을인성(Toughness)이라한

다.강구조물이 격히 괴될 험성은기온이내려갈수록커지

므로 강구조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최 온도에 따른 강재의 인성

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Eurocode3,2005).국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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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하게 하되는 지방에서는 강종의 선정에 특별한 주

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2008년도 도로교 설계기 개정

에서는용 구조용강재의경우-15℃,-25℃,-35℃등3가

지 온도 구역별로 용이 가능한 강재 최 허용두께에 한

기 을 마련하고 있다 (김일평 등,2008).5)그러나,그 이하의

온도에 해서는 사용 강재에 한 기 은 없는 상태이다.최근

제2남극기지 후보지로 선정된 테라노바베이 등 남극의 경우 극

한최 기온이-50℃이하에달하므로건설되는기지에사용되는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2년 2월 29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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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 강재에 한 온 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강재의 샤르피 충격시험(Charpy Impact

Test)을 통해 온에서의 인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용 가능

온도를 악함으로써 강재의 극한지 용성을 검토하 다.

2.충격시험

2.1시험목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속의 인성이란 인장응력을 받을

경우 소성변형 없이 일어나는 취성 괴에 항하는 재료의 고

유한 성질이다.강재의 인성을 표 하는 방법으로는 CT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COD(Crack

OpeningDisplacement),평면변형률 괴인성(KIC),J-

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험평가의 간편성,소요시간

비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한 시험온도

와 흡수에 지로 표 하는 것이 일반 이다(Folch and

Burdekin, 1999; Rossoll 등, 1999; Sreenivasan,

2006;TvergaardandNeedleman,2004).본 시험에서

는 상 강재의 샤르피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온에서의 충격

흡수에 지 값을 구하고 이를 강재의 항복응력에 따른 충격흡

수에 지의 기 값과 비교함으로써 강재의 사용온도를 결정하

다.

2.2사용강재

본 시험에 사용된 강재는 용 구조용강 재 국내에서

가장 리 쓰이는 강종인 SM490B와 고강도 강재인

SM570-TMC이다.고강도강은 구조물의 합부 형상을 단

순하게 하고 단면을 감소시켜 자 을 일 수 있으므로 남극

과 같은 극한지 건설 시 재료의 운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할 수 있어 매우 경제 이다.제강,제어가열,제어압연,

제어냉각을 유기 으로 결합하여 이들의 공정조건을 통일

으로 규제함으로써 성형 완료시 재료에 최고의 재료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술체계로 정의되고 있는 제어 압연법,즉

TMCP(Thermo-MechanicalControlProcess)법에 의해

제조되는 SM570-TMC강은 탄소당량이 고,조직이 미세

하며,강도 인성이 좋다. 한 종래의 강에 비해 용 성이

뛰어나고,취성 괴에 한 항성능이 우수하며,극후 강

재에서도 고강도,고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Porter등,

2004;Shin등,2006;Tamehiro등,1985;Tsay등,

1999).그리고 본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해 남극 세종기지

건설시 사용실 이 있는 일반구조용강인 SS400에 해서도

시험을 수행하 다.본 시험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성분 기

계 제성질은 표 1과 표 2에 나타내었으며,제조사의 성

서를 인용하 다.

표 1.사용 재료의 화학성분(wt,%)

Basemetal C Si Mn P S

SS400 0.05 0.53 1.43 0.015 0.012

SM490B 0.20 0.55 1.60 0.035 0.035

SM570-TMC 0.07 0.3 0.91 0.015 0.004

표 2.사용 재료의 기계 성질

Basemetal
YieldStress

(MPa)

Tensile

Stress(MPa)

Elongation

(%)

SS400 240 435 27

SM490B 335 522 21

SM570-TMC 482 621 27

2.3시험 제작

부분의 강구조물은 용 에 의해 제작되므로,강재의 극한

지 용성 검토를 해 용 시험 을 제작하 다. 단,

SS400은 용 구조용 강재가 아니므로 모재에 해서만 충격

시험을 실시하 으며,SM570-TMC의 경우에는 극한지

용성에 한 정확한 평가를 해 일반 용 온강용

용 을 사용하여 각각 시험 을 제작하 다.용 시험 의

체 폭(B)과 길이(L)는 각각 600mm와 1,200mm이고 두

께(t)는 SM490B는 20mm,SM570-TMC는 일반 용

을 사용한 시험 은 18mm, 온강용 용 을 사용한 시험

은 20mm로써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 다.시험

제작 시의 용 방법 용 재료는 표 3과 같으며 용 재료

의 화학성분 기계 성질은 표 4와 표 5에 나타내었다.

용 재료의 기계 성질은 제조자의 성 서(KWS JIS규

격)를 인용하 다.두 강 모두 열은 하지 않고 본용 을

실시하 으며 본 용 은 표 6,표 7 표 8과 같은 용 조

건을 사용하 다. 면 용 후 후면 용 시 가우징을 먼

실시하여 후면의 불연속면 결함과 공극이 있는 부분을 제

거한 후에 다시 용 을 실시하여 시험 을 제작하 다.패스

층간 온도는 온도 센서를 사용하여 250℃이하가 되도록 하

다.그림 2와 그림 3에 용 과정 제작된 용 시험 을

나타내었다.용 이 끝난 후 비 괴 시험인 방사선 투과시험

을 실시하여 용 부의 건 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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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시험 형상

표 3.용 방법 용 재료

Basemetal Weldingprocess Weldmetal

SM490B
FluxCoredArc

Welding

DualShield7100

(1.4∅)

SM570-TMC
FluxCoredArc

Welding

일반 용

Coreweld8000(1.4∅)

SM570-TMC
FluxCoredArc

Welding

온강용 용

DualShieldII81-K2

(1.4∅)

표 4.용 재료의 화학성분(wt,%)

Basemetal C Si Mn P S

DualShield7100

(1.4∅)
0.04 0.57 1.27 0.015 0.005

Coreweld8000

(1.4∅)
0.03 0.35 1.12 0.013 0.017

DualShieldII

81-K2(1.4∅)
0.04 0.38 1.20 0.012 0.010

표 5.용 재료의 기계 성질

Basemetal
YieldStress

(MPa)

Tensile

Stress(MPa)

Elongation

(%)

DualShield7100

(1.4∅)
520 580 29

Coreweld8000

(1.4∅)
548 617 27

DualShieldII

81-K2(1.4∅)
560 620 29

2.4충격 시험편

샤르피 충격 시험편은 KSB0809(2001)「 속재료 충

격시험편」에 따라 제작하 으며 그 형상 치수는 그림 4

표 6.용 조건(SM490B)

시험 PASS
Current

(A)

Voltage

(V)

Velocity

(mm/sec)
비고

앞면

1PASS 300 25 4.5

층간 온도

(250℃

이하)

2PASS 160 31 4.8

3PASS 200 35 2.6

뒷면

4PASS 160 35 5.3

5PASS 160 35 6.1

6PASS 180 35 4.1

표 7.용 조건(SM570-TMC,일반 용 사용)

시험 PASS
Current

(A)

Voltage

(V)

Velocity

(mm/sec)
비고

앞면
1PASS 250 28 4.1

층간 온도

(250℃

이하)

2PASS 280 30 5.2

뒷면
3PASS 250 26 5.2

4PASS 290 28 4.3

표 8.용 조건(SM570-TMC, 온강용 용 사용)

시험 PASS
Current

(A)

Voltage

(V)

Velocity

(mm/sec)
비고

앞면
1PASS 300 40 3.6

층간 온도

(250℃

이하)

2PASS 340 40 3.6

뒷면 3PASS 340 40 4.1

그림 2.용 과정

와 같다.용 구조물의 인성을 악하기 해서는 모재뿐 아

니라 용 속 열양향부(HeatAffectedZone)에 해서

도 충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Bayraktar등,2004;

Jang등,2008;Lee등,2000).따라서,그림 5와 같이

모재(a),용 속(b) 열 향부(c)에서 시험편의 높이

앙이 두께 앙과 일치되도록 시험편을 채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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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용 시험

unit: mm

그림 4.충격시험편 형상

ab

c

SM490B

fusion line +1 mm

weld center line

1,
20

0 
m

m

300 mm 300 mm

(SM570-TMC)

그림 5.시험편 채취 치

2.5시험 방법

샤르피 충격시험은 KSB0810(2003)「 속재료 충격시

험방법」 KSB0821(2007)「용착 속의 충격시험방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 다.시험온도는 +20℃,0℃,

-20℃,-40℃,-60℃,-80℃이며,각각의 온도에서 3개의

시험편을 실험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SM490B모재의 경

우 -30℃에서도 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6에 충격시험

시편 온도측정 경을 나타내었다.KSB0810(2003)에

따라 액조에 시험편을 넣고 드라이아이스 액화 질소를 이

용하여 시험편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조 한 후 10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시킨 다음 시험편을 액조에서 꺼내어 5 이내

에 충격시험을 실시하 다.

그림 6.충격시험 경

3.시험 결과

그림 7에 미국기계학회에서 정의하는 강재의 두께 항복응

력에 따른 충격흡수에 지의 기 값을 나타내었다 (ASME,

2004).특정 사용온도에서 강재의 충격흡수에 지 값이 이 기

값을 과하게 되면 그 강재는 해당온도에서 사용 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그래 를 보면 본 실험에서 사용한 SS400

과 SM490B의 기 값은 모두 20J이며,SM570-TMC의 경우

는27J이다.

SS400의 충격시험결과를 그림 8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시험결과는 온도에 따른 충격흡수에 지와 가로변형량의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었다.흡수에 지는 시험편을 단하는데

필요한 에 지를 말하며,가로변형량은 충격시험 후 시험편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양 면 사이의 비와 가로방향으로 최

로 튀어나와 있는 면의 비의 차를 말한다.흡수에 지와

가로변형량을 구하는 방법은 KS규격(KSB0810,2003)

에 잘나와 있다.충격흡수에 지 결과 그래 에는 해당 충

격흡수에 지 기 값을 함께 도시하 다. 결과를 보면

SS400의경우에는일부시험결과를 제외하면 흡수에 지값은

그림 7.흡수에 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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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흡수에 지 시험결과 (SS400)

그림 9.가로변형량 시험결과 (SS400)

(a)모재

(b)열 향부

(c)용 속

그림 10.흡수에 지 시험결과 (SM490B)

(a)모재

(b)열 향부

(c)용 속

그림 11.가로변형량 시험결과 (SM49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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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490B와 SM570-TMC에 비해 작으며 연성이 우수한 강

재이므로 가로변형량 값이 크게 나옴을 알 수 있다. 한,

SS400강재는 -40℃까지 기 값보다 큰 충격흡수에 지 값

을 나타내어 해당 온도에서 안정 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과 그림 11에 SM490B의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보면 모재의 경우 도로교 설계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0℃에서 27J이상의 값을 만족하고 있어 최

공용온도가 -35℃에 해당하는 온도구역 Ⅲ까지 용 가능

할 것으로 단되며,실제 결과에서도 용가능 온도는 -3

0℃와 -40℃ 사이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용 속과 열

(a)모재

(b)열 향부

(c)용 속

그림 12.흡수에 지 시험결과 (SM570-TMC)

향부는 -40℃까지 기 값보다 큰 충격흡수에 지 값을 보인

다. 온에서 용 속이 모재보다 인성이 큰 이유는 사용된

용 속의 기계 성질이 모재보다 우수하기 때문으로 단

된다.그리고 용 시 입열에 의해 조직이 변하는 열 향부에

서 모 재보다 큰 충격흡수에 지를 보이는 것은 조직의 재결

정에 의한 입자의 미세화와 열 향부 시험편의 노치부 제작시

용 공정의 향으로 용 속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가로변형량 시험결과도 충격흡수

에 지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즉, 온에

서 용 속과 열 향부가 모재보다 큰 가로변형량을 보인다.

(a)모재

(b)열 향부

(c)용 속

그림 13.가로변형량 시험결과 (SM570-T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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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열 향부

(b)용 속

그림 14.흡수에 지 시험결과 (SM570-TMC)

SM570-TMC의 시험결과는 그림 12와 그림 13그리고 그

림 14와 그림 15에 나타내었다.그림 12와 그림 13은 모재

일반 용 을 사용한 경우의 충격흡수에 지와 가로변형

량의 시험결과이며,그림 14와 그림 15는 온강용 용 을

사용한 경우의 충격흡수에 지 가로변형량의 실험결과이

다.결과를 보면 모재의 경우 도로교 설계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5℃에서 47J이상의 값을 만족하므로 온도구역 Ⅲ까지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SM570-TMC 모재는

다른 강재에 비해 격히 높은 충격흡수에 지 값을 보이고

있으며, 괴에 지의 상단(UpperShelf)에 응하는 온도

로서 그 온도 이상에서는 100% 연성 괴가 발생하는 온도인

괴 천이 소성(FractureTransition Plastic:FTP)이

-60℃ 이하로 단되어 단히 우수한 인성을 가지는 것으로

악된다. 한,-80℃까지 충격흡수에 지 값이 기 값을 만

족하고 있어 해당 온도에서 안정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일반 용 으로 용 한 경우의 결과를 보면 용

속의 충격흡수에 지 값은 -60℃까지 기 값을 상회하고

있으나 크기는 모재 열 향부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이

는 용 속의 기계 성질이 모재의 기계 성질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으로 단된다.열 향부의 충격흡수에 지 값은

모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는 용 입열에 의한 모재

조직의 조 화로 인한 취성의 증가 열 향부 시험편의 노

(a)열 향부

(b)용 속

그림 15.가로변형량 시험결과 (SM570-TMC)

치부 용 속의 향 때문으로 단된다.가로변형량의 시험

결과는 SM490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격흡수에 지의 결

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즉, 온에서 모재가

용 속 열 향부보다 큰 가로변형량을 보인다. 온강용

용 으로 용 한 경우에는 용 속 열 향부 모두

온에서의 인성값이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용

시 과다한 입열 쉴드가스인 CO2로 인한 탈산제의 증가

등으로 용 속 열 향부의 취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사용된 용 은 그 성분 입자를 미세화

시키는 Ti이나 Nb혹은 B등의 원소가 없어 조직의 조 화

를 야기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취성의 증가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온에서 강재의 인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용 부

뿐만 아니라 열 향부의 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용

재료 용 방법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결 론

강구조물이 격히 괴될 험성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커

지므로 강구조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최 온도에 따른 강재의

인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국내의 경우 -15℃,-25℃,

-35℃ 등 3가지 온도 구역별로 용이 가능한 강재 최

허용두께에 한 기 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이하의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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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사용 강재에 한 기 은 없는 상태이다.최근 남극

륙 기득권 확보라는 세계 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남극에 제2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제2남극기지

후보지로 선정된 테라노바베이 등 남극의 경우 극한최 기온

이 -50℃ 이하에 달하므로 건설되는 기지에 사용되는 국내

제작 강재에 한 온 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본 연

구에서는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용 구조

용강재인 SM490B와 SM570-TMC의 극한지 용성을 검

토하 다. 부분의 강구조물은 용 에 의해 제작되므로 용

시험 을 제작하여 모재,열 향부 용 부에 하여 온

에서의 충격 인성 평가를 실시하 다.미국기계학회에서 정의

하는 강재의 항복응력에 따른 충격흡수에 지 기 값을 토

로 하여 사용 가능 온도를 악함으로써 강재의 극한지 용

성을 정량 으로 조사하 다.그 결과 SM490B의 경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용 재료,시험온도 두께에 해서 모재

는 도로교 설계기 에서 제시한 -35℃까지,열 향부 용

속은 -40℃까지 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SM570-TMC의 경우 모재의 용가능 온도는 -80℃까지로

단히 우수한 인성을 가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열

향부 용 속의 온에서의 충격흡수에 지 값은 사용되

는 용 재료 용 방법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이

는 SM490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단된다.따라

서, 온에서 강재의 인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용 부 뿐만

아니라 열 향부의 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용 재료

용 방법의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향후에는 용

구조용 강재의 두께별 용가능 온도에 한 연구와 더불

어 극 온 환경하에서 용 부 열 향부의 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 재료 용 방법의 선정에 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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