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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and hardness on the cold cracking in high strength weld metal were investigated.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s were influenced by welding parameters such as the voltage and contact tip-to-work distance (CTWD).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voltage. However, it wa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CTWD. CTWD also influenced the weld 
metal hardness,especially when the wire used had a higher strength than the base metal. This showed that weld metal hardness had a more powerful 

effect on weld metal cold cracking than the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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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속 온균열은 고장력강을 사용하여 해양구조물이나 

선박을 건조할 때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용 결함  하나로, 

그 발생요인과 책에 하여 오래 부터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Watkinson, 1969; Savage et al., 1976; Savage et al., 1978; 

Vasudevan et al., 1981; Savage et al., 1982; Yurioka and 

Suzuki, 1990; Di-jing et al., 1994). 일반 으로는 용 부에 존재

하는 확산성수소가 미소균열의 선단 등 응력집 부에 확산하여 

일정 양 이상 집 하면 격자의 결합력이 재료의 괴강도 이하로 

하하여 균열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Easterling, 1992). 따

라서 용 부에 존재하는 확산성수소의 양, 미시조직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 부의 강도 혹은 경도, 그리고 용 부에 작용하는 

응력이 온균열의 세 가지 인자로 간주된다. 용 부에 작용하는 

응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용 부의 경도가 높을수록 은 확산

성수소 양에서 균열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럭스 코어드 와이어(Flux cored wire)의 경우 우수한 작업

성과 높은 생산성으로 해양구조물이나 조선 등의 용 에 리 

사용되지만 흡습 등에 의하여 솔리드 와이어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확산성수소 양을 나타내어 용 부 온균열 발생에 

주의를 요한다(Davidson, 1998; Kuebler et al., 2000). FCW를 

사용하여 용 하는 경우 용 부 확산성수소량은 용 변수에 크게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White et al., 1992; Dixon and Ha-

kansson, 1995; Kiefer, 1996; Harwig et al., 1999; Pitrun et al., 

2001). 를 들어 압의 증가는 아크  수소의 혼입을 증 시켜 

수소량을 증가시키나, 콘택터 과 모재사이의 거리 (CTWD) 혹은 

류의 증가는 와이어 항발열을 증 시켜 수소량을 감소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 변수에 따른 확산성수소

량의 변화가 실제 용 속 온균열 발생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다. 본 연구에서는 럭스 코

어드 아크 용  시 용 변수가 용 속 확산성수소량  경도에 

미치는 향과 그에 따른 용 속에서의 온균열 발생을 조

사하여, 고장력강 용 속에서 확산성수소, 경도, 온균열 발

생의 상 계를 조사하 다.

2. 실험방법

용 변수에 따른 확산성수소량 변화는 AWS A4.3-86의 수은

치환법에 따라 측정하 다. 인장강도 600MPa의 압연강을 25× 

12×80mm의 수소포집용 시편으로 가공한 후 400oC에서 2시간 

동안 탈가스처리한 다음 두 개의 탭 사이에 치시켜 AWS 

E81T1과 E110T1K3에 상당하는 두 종류의 직경 1.4mm FCW을 

사용하여 20L/min 유량으로 100% CO2용 하 다. 이때 용 입

열이 8kJ/cm와 20kJ/cm이 되도록 류, 압, 속도를 변경하여 

용 하 다. 한편 CTWD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동일한 입

열량에서 CTWD의 변경도 행하 다. Table 1에 사용한 용 조

건을 나타내었다. 용 완료 후 -70oC 이하로 유지된 얼음물에 

시편을 냉하 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은 5 를 넘지 않도록 

하 다. 이후 시편을 수은이 채워진 유디오미터 내에 장입하여 

45
oC에서 72시간 동안 발생하는 수소를 포집하 다. 포집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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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lding conditions and test results of diffusible hydrogen content, hardness and cold cracking

Wire HI* (kJ/cm) Current (A) Voltage (V)
Speed

(cm/min)
CTWD (mm)

[H]D**

(mL/100g)
Hardness

(Hv)
Cracking

81T1

8

169 28 35 25 3.10

195 22 30 28 2.80 328.4 Yes

187 24 34 20 4.41 300.7 No

182 28 38 12 12.10 295.2 No

182 28 40 20 5.14 313.9

20

299 32 30 12 9.64 239.5

295 28 25 25 3.06 292.5

322 29 28 28 4.98 298.5

307 32 30 20 6.06 259.8

295 35 32 12 12.45 249.0 No

298 28 25 28 3.80 296.0 No

110T1K1

8

194 21 30 28 2.74 383.0 Yes

171 28 35 25 4.56

194 24 34 20 7.90 377.8 Yes

186 28 38 12 16.90 363.9

183 29 38 18 8.30 374.3

176 26 35 12 11.80

9 183 25 30 12 7.67 327.1 Yes

10 204 26 32 12 8.36 351.7 Yes

11 228 28 35 12 8.23 366.4 Yes

13 258 29 35 12 9.35 319.4 Yes

14 286 28 35 12 9.40 292.5 No

15 261 25 27 28 3.86 376.4 Yes

20

301 33 30 12 10.00 261.8 No

294 28 25 25 2.88 348.5

323 29 28 28 3.81 367.7 Yes

312 32 30 20 5.22 287.7

298 35 32 12 11.81

* Heat input, ** Diffusible hydrogen content

소는 표 압력과 온도에서의 수소부피로 변환한 후 용착 속 

100g당 수소량으로 나타내었다.

용 변수에 따른 용 속 경도변화는 확산성수소 시험과 동

일한 용 조건으로 인장강도 600MPa의 압연강에 비드-온-

이트 용 한 다음 용 속 단면에 하여 하  10kg의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 다. 한편 용 변수에 따른 용 속 온균열 

발생은 JIS Z 3158 y형 용 균열시험방법을 따라 측정하 다. 

Fig. 1에 시험편 형상을 나타내었다. 균열이 열 향부가 아닌 용

속부에 형성되도록 시험용 부의 이음부 형상은 Y형으로 

하 다. 시험편을 용 한 후 48시간 방치한 다음 시험용 부를 

4등분하여 균열발생 여부를 찰하 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각 용 조건에서의 확산성수소량의 측정결과를 Table 1에 나

Fig. 1 Configuration of Y-slit cracking test specimen

타내었다. 동일한 입열량에서도 용 변수, 즉 류, 압, 속도, 

그리고 CTWD에 따라 확산성수소량은 큰 변화를 나타낸다. 각 

용 변수가 확산성수소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용

변수를 독립변수, 확산성수소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을 행하 다. 먼  E81T1 와이어의 경우 분석결과는 8kJ/cm와 

20kJ/cm에서 각각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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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여기서 [H]D, I, V, CTWD는 각각 용착 속 100g당 확산성수

소량, 류, 압, 그리고 콘택터 과 모재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식에서 보는바와 같이 류와 압의 증가는 확산성수소량을 증

가시키나 CTWD의 증가는 감소시킨다. 두 식의 상 계수는 각

각 0.52와 0.79로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 회귀식의 유의성은 높지 

않으나 각 변수들의 정성 인 향은 앞선 실험결과들과 잘 일치

한다. 즉 류가 증가하면 와이어의 가열시간이 감소하여 와이어 

 윤활제나 수분 등의 증발이 하하여 확산성수소량이 증가

하고, 압이 증가하면 아크길이가 증 하여 주 로부터 수소의 

혼입이 증가하여 수소량이 증가하며, CTWD가 증가하면 용   

와이어의 항발열이 증가하여 윤활제나 수분 등이 더 많이 증발

한 결과 확산성수소량이 하한다. 자들의 다른 실험결과에서

도 E81T1 와이어를 사용하여 류를 250A, 압을 30V로 일정

하게 유지하면서 CTWD를 15mm에서 25mm로 증가시키면 용  

 와이어 항발열은 두 배로 증가함을 나타내었다(한동우 등, 

2010). 한편 상기 식에서 류의 향은 압이나 CTWD의 

향에 비하여 매우 미미하여 확산성수소는 압과 CTWD에 가장 

큰 향을 받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상 으로 입열인 8kJ/ 

cm에서는 CTWD가 압보다 더 큰 향을 미치지만, 고입열인 

20kJ/cm에서는 압이 더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E110T1 와이어의 경우 분석결과는 다음 식과 같다.

  
 –

(3)

  
 –

(4)

두 식의 상 계수는 각각 0.85와 0.71이며 각 변수의 정성 인 

향은 앞서 E81T1 와이어와 동일하다. 따라서 와이어나 입열

량에 상 없이 각 변수들의 수소량에 미치는 정성 인 향은 동

일함을 나타낸다.

Table 1에는 용 변수에 따른 용 속 경도 측정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용 변수에 따른 용 속 경도는 용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입열량에 크게 의존한다. 즉 류나 

압이 증가하거나 혹은 용 속도가 감소하여 입열량이 증가하면 

용  후 용 속 냉각속도가 느려져 경도가 하하나, 그 반 의 

경우 입열량이 하하면 냉각속도가 빨라져 경도가 증가한다. 

E110T1 와이어의 실험결과를 사용하여 입열량과 경도의 상

계를 조사하 다. Fig. 2에 입열량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입열량의 증가에 따라 경도는 다

소 하하는 경향을 보이나 산포가 매우 크다. 이러한 으로부

터 본 실험에서 용 속 경도는 단순히 입열량 혹은 류, 

압, 속도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크용  시 용 속은 용 과정  와이어와 모재가 용융

한 것이 응고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CTWD를 크게 하여 용 하면 

와이어에서의 항발열이 증가하여 와이어 용융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용 속  와이어가 용융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 

Fig. 2 Variation of weld metal hardness as a function of heat 

input

가한다. 따라서 모재보다 고강도의 와이어를 사용하여 CTWD를 

크게 하여 용 하면 용 속  고강도의 와이어가 용융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최종 용 속의 경도 증가가 상된

다. 이런 을 확인하기 하여 모재보다 고강도인 E110T1 와이

어를 사용하여 입열량을 20kJ/cm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CTWD

를 12, 20, 25, 28mm로 변경하여 용 하여, 용 과정  와이어 

용융속도를 나타내는 와이어 송 속도, 용  후 용 속  와

이어가 용융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용 속 경도를 측

정하 다. 용 속  와이어가 용융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용

속 체 면 에서 모재가 희석된 면 을 제외한 것으로 하

다. Fig. 3 (a)에 CTWD 변화에 따른 와이어 송 속도를 나타

내었다. CTWD가 12mm에서 28mm로 증가함에 따라 송 속도

는 701cpm에서 1288cpm으로 증가함을 나타낸다. Fig. 3 (b)에

는 와이어 송 속도에 따른 용 속  와이어가 용융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송 속도가 701cpm에서 1288 

cpm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율이 66%에서 78%로 증가함을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CTWD가 증가하면 와이어 용융이 증가하여 용 속 

 와이어가 용융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110T1 와이어는 인장강도가 800MPa임에 비하여 모재가 

600MPa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와이어의 비율 증가로 용 속 

경도 증가가 상된다. Fig. 4 (a)에는 와이어 용융한 것의 비율

변화에 따른 용 속 경도변화를 나타내었다. 상되는 바와 

같이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 속 경도가 증가하고 있다. Fig. 

4 (b)에는 인장강도가 모재와 비슷한 E71T1 와이어를 사용하여 

입열량을 20kJ/cm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CTWD를 12, 20, 25, 

28mm로 변경하여 용 한 후 용 속 경도와 CTWD의 상

성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CTWD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 속 경도는 약 250Hv로 일정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모

재와 비슷한 강도를 가지는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TWD의 변화가 용 속 경도에 향을 미치지 않으나 모재

보다 고강도의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류, 압, 속도로 

결정되는 입열량뿐만 아니라 CTWD도 용 속 경도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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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Variation of wire feeding speed as a function of CTWD; (b) variation of weld metal made with wire melted as a function 

of wire feeding speed

(a) (b)

Fig. 4 (a) Variation of weld metal hardness as a function of weld metal made with wire melted; (b) variation of weld metal hardness 

as a function of CTWD

Fig. 5 Typical cracking appearance in Y-slit cracking test 

미쳐, 용  시 주의를 요함을 나타낸다.

Table 1에는 각 용 변수에서 확산성수소량, 용 속 경도 측

정결과와 함께 온균열시험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균열은 용

 후 48시간 방치한 다음 시험용 부를 4등분하여 균열발생 유

무로 단하 다. Fig. 5에는 루트부에서 시작하여 용 속을 

통하고 있는 형 인 용 속 균열사진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용 속 균열발생과 경도  확산성수소량의 상 성을 Fig. 6

에 나타내었다. 경도가 249~383Hv, 확산성수소량이 2.80~12.45 

mL/100g인 본 실험범 에서 용 속 균열발생은 경도에 크게 

의존하여 경도가 약 310Hv 이상이 되면 확산성수소량에 상

없이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험결과

는 수소계 피복아크 용 을 사용한 도원 등의 실험결과와 유

사하다(도원 등, 1980). 그들은 인장강도 700~800MPa 용 속의 

경우 용 속 경도가 330Hv 이상이 되면 루트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 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고강도강 용

속 균열발생 방지에는 용 속 확산성수소량의 억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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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fluence of diffusible hydrogen content and hardness on 

the cracking in Y-slit cracking test

경화도의 억제가 더욱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럭스 코어드 아크 용  시 용 변수가 용 속 확산성수소

량  경도에 미치는 향과 그에 따른 용 속에서의 온균열 

발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용 류와 압의 증가는 확산성수소량을 증가시키나 CTWD

의 증가는 감소시킨다. 하지만 류의 향은 압이나 CTWD의 

향에 비하여 매우 미미하여 확산성수소는 압과 CTWD에 가

장 큰 향을 받음을 나타내었다.  상 으로 입열량에서는 

CTWD가 압보다 더 큰 향을 미치지만, 고입열량에서는 

압이 더 큰 향을 미친다.

(2) 모재보다 고강도의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CTWD가 증

가하면 와이어 송 속도가 증가하여 용 속  와이어가 용융

한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용 속 경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모재보다 고강도의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류, 압, 속

도뿐만 아니라 CTWD도 용 속 경도에 향을 미쳐 주의를 

요한다.

(3) 용 속 경도가 249~383Hv, 확산성수소량이 2.80~12.45 

mL/100g인 본 실험범 에서 용 속 균열발생은 경도에 크게 

의존하여 경도가 약 310Hv 이상이 되면 확산성수소량에 상

없이 균열이 발생하 다. 따라서 고강도강 용 속 균열발생 방

지에는 용 속 확산성수소량 억제보다는 경화도의 억제가 더욱 

효과 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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