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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eat input of outside SAW weld on low temperature 
toughness(-20℃) of inside SAW weld for API 5L X70 with sour gas resistance. As increasing heat input 
of the outside weld, low temperature toughness of the inside weld was decreased. Especially, in spite of 
the same heat input, the value of low temperature toughness was fluctuated. On the basis of fracture and 
microstructure analysis, the low temperature toughness is correlated with the fracture area ratio of shear 
lips and four kinds of fracture sections. These sections were divided with size and shape of dimple 
correlated with grain boundary ferrite and cleavage correlated acicular and polygonal ferrite in grain. 
Therefore, it was seen that these sections were two of final solidification area in the inside weld and the 
outside weld, no reheated zone and reheated zone in the inside weld. 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the 
difference of low temperature toughness at the same heat input is due to the fact that each of impact test 
specimens could have the different microstructure, even though the notch was machined under the error 
tolerance of 1mm. It is because the final solidification area of the inside weld is very n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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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유와 천연 가스는 60% 이상의 에 지 소비를 차

지하는 핵심 인 자원으로 2035년까지 소비량이 증가

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1)
.
 
그러나 생산이 용이한 원

유, 천연 가스 채굴지의 매장량이 고갈됨에 따라, 생산 

환경이 가혹한 지역으로 채굴지가 이동함에 따라 원료

를 소비지까지 운송하기 한 수백~수천 km 길이의 

이 라인이 세계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다
2)
. 여기에 

사용되는 라인 이  강재는 생산지 환경  장소에 따

라 요구 특성의 차이가 있다. 즉, 수송 장거리화에 따

른 고강도화, 한랭지 채굴에 따른 온인성 향상, 부식 

성분인 H2S 함량이 높은 원유 채굴에 따른 내부식성 

향상, 심해 채굴에 따른 극후물화 등 요구 특성이 강화

되고 있다
3-5)

.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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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n Si Mo Ni Cr Nb Ti Fe

0.04 1.27 0.26 0.12 0.19 0.19 0.05 0.01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X-Groove Electrode

Depth

(mm)

Angle

(°)
Number

Stick out 

(mm)

Distance

(mm)

Angle

(°)
Out

side
10

30 4

30 16~18

0/7/13/25

In

side
40 3 0/7/13

Table 3 Parameters of multiple electrode SAW 

Pass
Welding speed

(m/min)

Heat input

(kJ/cm)

Outside
1

0.75~1.20 50~80

Inside 0.85 54

Table 2 Conditions of joint preparation for multiple 

electrode SAW 
 한편 라인 이  강재의 두께  외경 증가에 따라 

UOE  JCO 조 법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이  심(Seam) 용 에는 고속/고용착화를 통한 용  

생산성 향상과 입열 리를 통한 용 부 품질을 개선시

킬 수 있는 SAW(Submerged Arc Welding)가 가장 

많이 용되고 있다
6)
. 하지만 입열이 높을수록 용 부

의 온인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열 조건의 범 를 선정하는 것이 요하다
7)
. 

  최근 SAW 기술 개발 동향으로 3~5개의 극의 극

성(DC, AC)을 조합한 다 극 SAW가 산업에 용이 

확 되고 있다. 이 용  로세서는 동일한 두께(25 

mm)를 기 으로 용  속도가 2개의 극(2AC)인 경

우보다 4개의 극(1DC+3AC)을 사용할 때 약 3배 

빨라지고, 입열을 감소시켜 용 부의 인성이 향상 된다

고 알려져 있다
6,8)

. 하지만 다 극 SAW는 극성 구성, 

극 간 상호간섭, 용 속도와 같이 용  변수의 제어

와 최 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4 극 이상의 SAW는 

용 이음부의 정렬의 어려움으로 용입부족이나 용  결

함을 유발할 수 있다
9)
. 그리고 용  변수에서 극 간

격은 커질수록 용 부의 산소, 질소의 혼입량이 증가하

여 인성을 감소시킴으로 극 간격은 30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 고용착률과 용 속도 향상을 해 

류를 높일 수 있지만, 결함이 발생하기 쉬워 각 극 

마다 최  류  입열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 

이처럼 다 극 SAW의 용  변수에 따른 용입특성에 

한 연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 부 조직 

분석을 통한 온인성에 한 연구는 2 극까지로 국한

되어 발표되어 있다. 특히 3~4 극 SAW 용 부의 

온인성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JCO조  이  제조를 한 심 용

에 4 극 SAW 용 을 용하여 온인성을 만족하는 

용  조건을 선정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으며, 외

면(Outside : OD) 용 부의 입열 변화에 따른 용입특

성  내면(Inside : ID) 용융부의 온인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2. 사용 재료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부식성이 우수한 두께 25 mm의 

TMCP강재인 API 5L X70을 사용하 으며 화학 조성

은 Table 1에 나타낸다.

  용 은 선행되는 극으로 충분한 용입을 해DC

극을 사용하고, 후행되는 극은 비드 폭의 증가를 

해 AC 극을 사용하여 맞 기 용 (Butt welding)을 

실시하 다. 용 재료는 AWS A5.23 F9A2-EA2-G

를 사용하 으며, 모재의 개선은 X형상으로 개선 조건 

 극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낸다. 그리고 용 조건

은 Table 3에 나타낸다. Table 3과 같이 용 은 내면

과 외면으로 나 어서 시행하 으며, 먼  내면을 3

극에 54 kJ/cm 조건으로 단층 용 을 실시한 후, 외

면을 4 극에 50~80 kJ/cm 조건까지 입열을 변수로 

단층 용 하 다. 여기서 외면의 입열 변화를 해 

극 별 류, 압을 동일하게 고정하고 용  속도를 

0.75~1.20 m/min으로 변화시켜 용  하 다.

  온인성 시험은 -20℃에서 샤르피 V-노치 충격 시

험(Charpy V-notch impact test)을 입열 조건 별 3

회 실시하 다. 충격시험편은 ASTM-A370의 기  크

기를 따르고, 라인 이 (API 5L) 규격11)을 참조하여 

내면 바닥면에서 1~2mm 떨어진 용융부 심에서 채

취하 다. 충격 시험편의 면은 실체 미경, 학 

미경과 SEM으로 찰하 다. 그리고 면의 면  측

정은 Image-Pro Plus 로그램을 이용해 측정하 다. 

한 미세조직은 정 컷 기를 이용하여 충격시험을 하

지 않은 시험편의 노치를 따라 단하고, 그 단면을 정

 연마하여 Nital 3%용액으로 에칭하고 학 미경

과 S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3. 실험 결과

3.1 용 부 비드 형상

  Fig. 1은 완  용입이 일어나는 류, 압 조건에서 

이  내면은 3 극으로 54 kJ/cm의 입열로 단층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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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1 cm 

Fig. 1 Cross-sections of welds with heat input; (a) 50 kJ/cm, (b) 60 kJ/cm, (c) 70 kJ/cm, (d) 80 kJ/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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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pth of outside welds with hea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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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w temperature(-20℃) toughness of with 

heat input

(a)

2mm

(b)

(c) (d)

(e) (f)

2mm

2mm 2mm

2mm 2mm

Fig. 4 Typical macroscopic fracture surface (a), (c), 

(e) and schematic diagram of fracture surface 

(b), (d), (f). ; (a), (b) 50 kJ/cm-94 J, (c), (d) 

50 kJ/cm-54 J, (e), (f) 70 kJ/cm-54 J

(사진의 하부 비드)한 후, 외면은 4 극으로 50~80 

kJ/cm의 입열을 변화시켜 SAW 용 한 단면 비드(상

부비드)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Fig. 2는 입열에 따른 

상부비드의 용입 깊이를 정량화 한 것이다.

  외면의 입열이 증가함에 따라 상부비드의 용입 깊이

는 깊어져 내면에 재용 되는 역을 형성하고, 이 

역은 입열이 증가함에 따라 넓어진다. 이 결과로부터, 

입열이 증가할수록 2차 용 에 의한 재용융부와 재가열

부의 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역의 미세조직과 온

인성이 변화할 것으로 상된다.    

3.2 용융부 온인성과 면과의 상 계

  Fig. 3은 외면 용 부의 입열 변화에 따른 내면 용

부의 -20℃ 온인성(CVN energy(J))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인 이 (API 5L) 규격12)에서는 0℃ 

는 그 이하의 온도에서 용 부의 평균 온인성을 최

소한 27 J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실

험의 결과는 모든 조건에서 규격을 만족하고 있다. 

한 인장강도도 모든 조건에서 595 MPa 이상으로 규

격(570 MPa 이상)을 만족한다. 

  각 조건의 평균 온인성(● Mark)은 입열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동일 입열 조건에서도 온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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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200㎛ 5㎛

Fig. 5 Optical micrographs (a) of the area denoted 

as SL in Fig. 4 (a), SEM micrographs (b) 

enlarged in the zone denoted by □ in (a)

(a)

200㎛ 200㎛

10㎛

10㎛50㎛

(b)

(c) (d)

(e)

Fig. 6 Optical micrographs (a) of the area denoted 

as A in Fig. 4 (a), SEM micrographs (b) of 

same location on (a), (c) enlarged X in (b), 

(d) and (e) magnified X1 and X2 in (c) 

(a) (b)

(c) (d)

200㎛ 200㎛

10㎛

50㎛ 10㎛

(e)

Fig. 7 Optical micrographs (a) of the area denoted 

as B in Fig. 4 (c), SEM micrographs (b) of 

same location on (a), (c) enlarged Y in (b), 

(d) and (e) magnified Y1 and Y2 in (c)

이 편차가 아주 크고, 고입열로 갈수록 편차도 감소하

는 경향이 있다. 

  입열에 따른 온인성 차이와 동일 입열에서 온인성 

편차가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해, 충격시험편의 면

과 온인성과의 계를 검토하 다. 모든 충격시험편 

거시 면을 조사한 결과, Fig. 4와 같이 3종류의 면

으로 분류되었다. Fig .4는 표 인 충격시험편의 

면((a), (c), (e))과 이에 응하는 면 모식도((b), 

(d), (f))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입열이 50 kJ/cm

에서 온인성이 높은 시험편(94 J)의 면이며, (c)

는 (a)와동일 입열(50 kJ/cm)에서 온인성이 낮은

(54 J), (e)는 입열이 70 kJ/cm에서 온인성이 (c)

와 동일한(54 J) 시험편의 면을 나타낸다.

  여기서 SL 역은 Fig. 5에 나타낸 것처럼 형 인 

연성 면인 시어립 (shear lip) 면임을 알 수 있다. 

3개의 면을 비교하여 보면, 시어립 면 이 넓은 순서

로 온인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성 면이라고 여겨지는 면은 시편에 따라 각

각 다른 역으로 나 어짐을 알 수 있다. 이들 역의 

면이 어떠한 면인자를 나타내는지 SEM으로 자세

히 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Fig. 6~Fig. 9에 나타

낸다. 

  Fig. 6의 (a)와 (b)는 Fig. 4의 (a)의 A 역을 

학 미경과 SEM으로 같은 배율로 확 한 사진이고, 

(c)는 (b)의 X의 역을, (d)와 (e)는 각각 X1과 X2

를 확 한 사진이다. A 역에 면은 면 크기가 미세

하고, 벽개 면(d) 주 에 딤 면(e)이 둘러싸여 있

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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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200㎛ 200㎛

10㎛

50㎛ 10㎛

(d)

(e)

Fig. 8 Optical micrographs (a) of the area denoted 

as C in Fig. 4 (e), SEM micrographs (b) of 

same location on (a), (c) enlarged Z in (b), 

(d) and (e) magnified Z1 and Z2 in (c)

(a) (b)

(c) (d)

(e)

200㎛ 200㎛

10㎛

10㎛30㎛

Fig. 9 Optical micrographs (a) of the area denoted 

as D in Fig. 4 (e), SEM micrographs (b) of 

same location on (a), (c) enlarged W in (b), 

(d) and (e) magnified W1 and W2 in (c)

  Fig. 7의 (a)와(b)는 Fig. 4의 (c)에서 긴 백색의 

띠상을 확 한 면이고, (d)와 (e)는 각각 Y1과 Y2를 

확 한 사진이다. 긴 백색의 띠상은 벽개 면을 하고 

있으며, 인 한 역은 딤 면을 나타내고 있다.  

  Fig. 8의 (a)와 (b)는 Fig. 4의 (c)의 C 역을 확

한 면이고, (d)와 (e)는 각각 Z1과 Z2를 확 한 사

진이다. 이것도 역시 백색 긴 띠상은 벽개 면이고, 그 

주 도 딤 로 둘러싸인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면(C)은  B 역 면 구성은 같지만, 그 크기가 다

른 것을 알 수 있다.      

  Fig. 9의 (a)와 (b)는 Fig. 4의 (c)의 D 역을 확

한 면이고, (d)와 (e)는 각각 W1과 W2를 확 한 

사진이다. 이 역의 미세 면은 면의 크기가 아주 

작은 벽개 면이고, 면과 면 사이도 역시 벽개 면

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취성 면의 역은 벽개 면과 딤

면으로 구성된 면과 완  벽개 면인 2종류의 

면으로 나 어지며, 특히 자의 면은 형태와 크기가 

다른 3종류로 분류된다.

  입열에 따라 온인성이 차이가 나고, 동일한 입열이

라도 온인성의 다른 이유는 시편마다 면의 구성과 

각 면의 면 율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상된다. 

그래서 각 면의 면 과 온인성과의 상 계를 분

석하 다. 우선 시어립의 면 과 온인성 사이의 상

계를 조사하 다.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낸다.   

  시어립의 면 과 온인성 사이에 양호한 직선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 선으로 표시한 부

분에서는 44%의 동일한 시어립 면 에서 온인성은 

최소 47 J에서 최  57 J로 편차가 큼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성 면인 시어립 면의 면 이 같지만, 술

한 취성 면의 면형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상

된다. 

  그래서 시어립 면뿐만 아니라, 술한 A∼D의 취

성 면의 면 과 온인성과의 계를  회귀 분석으

로 상 계를 조사한 결과, 아래의 (1)식이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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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Fig. 11은 (1)식으로부터 얻어진 계산치와 실

험치와의 상 계를 그린 것이다. 온인성과 

시어립 면 과의 계(Fig. 10)는 결정지수

(R2)가 0.91인데 비하여, 취성 면을 포함시킨 

면 면 과의 계의 결정지수는 0.97로 높아

졌다. 이것은 취성 면을 분리하여 상 계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온인성과의 상

계를 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수식의 상

수를 비교하여 보면, 시어립 면을 제외한 취성

면의 상수는 모두 -값을 가진다. 결국 온인

성을 감소시키는 향은 D(1.41), B(0.197), 

C(0.097), A(0.057)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완  벽개 면 만으로 이루어진 면

(D)이 온인성의 감소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3.3 면과 미세조직과의 상 계

  입열에 따라 면의 형태가 다르고, 동일 입열일지라

도 면의 면 율이 다른 이유를 악하기 하여, 이

들 면과 응하는 부분이라고 여기지는 곳을 찾아 미

세조직을 찰하고 비교 분석하 다.  

  Fig. 12의 (a)와 (b)는 각각 50 kJ/cm와 70 

kJ/cm 조건의 비드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여기서 ☐
로 표시된 부분은 충격시편의 노치 치이며, (c)와 

(d)는 이 역을 확 한 학 미경 미세조직이다. (c)

와 (d)는 형 인 응고조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0 kJ/cm의 경우(c), 심부는 형 인 최종

응고부의 특징인 길게 연신된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으

나, 70 kJ/cm의 것(d)은 하부에 최종응고부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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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ptical micrographs of longitudinal section 

(a) of the range denoted as A in Fig. 12 

(c), SEM micrographs (b) and (c) enlarged 

X3 and X4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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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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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Optical micrographs of longitudinal section 

(a) of the range denoted as B in Fig.12 

(c), SEM micrographs (b) and (c) enlarged 

Y3 and Y4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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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Optical micrographs of longitudinal section 

(a) of the range denoted as C in Fig. 12 

(d), SEM micrographs (b) and (c) enlarged 

Z3 and Z4 in (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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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Optical micrographs of longitudinal section 

(a) of the range denoted as D in Fig. 12 

(d), SEM micrographs (b) and (c) enlarged 

W3 and W4 in (a)

지만, 응고조직이 미세하고, 한 상부는 2차 용 에 

의해 재용융되거나, 재가열 되어 원래의 응고조직이 사

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c)와 같은 조직을 가진 

시편을 노치 가공하는 경우, 1mm 오차로 노치 심부

가  다른 조직을 가질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입열이 높을수록 2차 용 에 의한 재용융부와 재가

열부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입열에 따라 혹은 동일한 입열일지라도 가공 

치오차에 따라 충격특성이 다르고, 면율도 달라질 가

능성이 있음을 상할 수 있다.  

  Fig. 13의 (a)는 Fig. 12의 (c)에 A로 표시된 역

의 수직 단면의 학 미경 사진이고, (b)와 (c)는 각

각 (a)의 X3와 X4로 표시한 역을 확 한 SEM조직이

다. (b)에서 (a)의 백색 조직은 입계 페라이트(GBF; 

Grain Boundary Ferrite)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응고 시 형성된 고스트입계(ghost grain boundary)

인 것으로 생각된다. 입내 X4를 확 한 (c)로부터, 입

내에는 침상 페라이트(AF : Acicular Ferrite)와 다

각형 페라이트(PF : Polygonal Ferrite)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4의 (a)는 Fig. 12의 (c)에 B로 표시된 역

의 수직 단면의 학 미경 사진이고, (b)와 (c)는 각

각 (a)의 Y3와 Y4로 표시한 역을 확 한 SEM조직

이다. (b)에서 (a)의 백색 조직은 입계 페라이트임을 

알 수 있고, (c)로부터, 입내에는 침상 페라이트와 다

각형 페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응

고조직의 형태는 다르지만, 구성되는 상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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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미세조직과 Fig. 6과 Fig. 7 (b)의 면을 비

교하여 보면, 백색의 입계 페라이트는 연성 면인 딤

과 응되고, 입내는 벽개 면과 응되며, 면의 크

기는 응고조직의 형태와 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5의 (a)는 Fig. 12의 (d)에 C로 표시된 

역의 수직단면 학 미경 사진이고, (b)와 (c)는 각각 

(a)의 Z3와 Z4로 표시한 역을 확 한 SEM조직이다. 

(b)에서 (a)의 백색 조직은 입계 페라이트임을 알 수 

있고, Fig. 14의 입계 페라이트와 비교하여 장축의 길

이가 짧다. 이것은 2차 용 에 의해 응고 시 형성된 조

직이다. (c)로부터, 입내에는 침상 페라이트와 다각형 

페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미세조

직과 Fig. 8의 면을 비교하여 보면, 역시 백색의 입

계 페라이트는 연성 면인 딤 과 응되고, 입내는 벽

개 면과 응되며, 면의 크기는 응고조직의 형태와 

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미세조직과 Fig. 9의 면을 비교로부터, 다각

형 페라이트만 존재하므로 모두 벽개 면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입계 페라이트가 존재하는 역은 

연성 괴(딤 )를 하고, 침상 페라이트와 다각형 페라

이트가 존재하는 역은 취성 괴(벽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페라이트의 종류는 응고조직의 고스

트 입계에 입계 페라이트, 입내에 침상 페라이트와 다

각형 페라이트로  동일하지만, 응고조직의 형상과 크기

를 따라 취성 면은 A~C로 분류된다. 한 2차 용

으로 재가열된 역은 다각형 페라이트만 나타나고  취

성 면 D와 응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내부식용 API 5L X70강을 내면은 3 극, 외면은 4

극 서 머지드 아크 2패스 용 한 경우, 내면 용 부

(1차 용 )의 온인성(20℃)에 미치는 외면(2차) 용

 입열의 향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외면(2차) 용  입열이 증가할수록, 내면 용 부

의 온인성은 감소하 고, 동일한 입열에서도 온인

성의 편차가 컸다.

  2) 거시 면은 시편 주변부에 연성 면인 시어립과 

그 내부에 취성 면으로 구분되었고, 시어립의 면 이 

넓을수록 온인성은 높았다.

  3) 거시 취성 면을 미시 (SEM 면)으로 보면, 

벽개 면 사이에 딤 면으로 된 혼합 면(A∼C)과, 

벽개 면 만으로 이루어진 것(D 면)으로 분류되었고, 

한 혼합 면의 경우, 면단 의 형상과 크기에 따라 

미세한 면(A), 두께 방향으로 길게 연신된 면(B)

과 B 면보다 폭과 길이가 작은 면(C)으로 분류되

었다. 이들 면의 면 (An)과 온인성(CE)과의 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CE(J) = 1.65·ASL - 0.057·AA - 

0.197·AB - 0.097·AC – 1.41·AD 으로 얻어졌다. 이 

결과로부터 취성 면만으로 구성된 D 면이 온인성

을 가장 감소시키고, 혼합 면은 크기가 클수록, B, C, 

A순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층 용융부의 거시조직은 입열과 계없이 공통

으로 고스트 응고조직으로 출되었다. 즉 용융경계

부에서 주상정으로 성장하고, 최종응고부에서 두께 방

향으로 길게 성장하는 조직이었으며, 입계에는 입계 페

라이트가 존재하 다. 입내에는 미세한 침상 페라이트 

혹은 다각형 페라이트가 존재하 다.

  5) 면과 단면조직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입

계 페라이트는 딤 , 입내의 침상  다각형 페라이트

는 벽개 면과 응하 다. 한 B 면은 층 최종응

고부, C 면은 2패스 최종응고부, A 면은 최종응고

부가 아닌 역, D 면은 2패스 용  시 층 용융부

가 재가열되는 역에서 발생하 다. 따라서 동일 입열

에서 온인성 편차의 원인은 최종응고부의 폭이 아주 

좁아, 노치 가공 시 1mm 이하의 오차가 있더라도 다

른 조직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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