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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production of oil and gas at the arctic ocean and offshore has been growing. Accordingly,
S500 steel with the high tensile strength and excellent toughness has been used and flux cored wire that
can be welded to the S500 has been required.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observation of microstructures,
mechanical properties and CTOD (crack tip openning displacement) in the weld zone that GMA (gas metal
arc) welded with different component of TiO2 flux core wire (the main components, rutile or Ti-slag) for
S500 steel. Weld zone produced with Ti-slag flux cored wire has formed a enough acicular ferrite and shown
excellent impact toughness at –40oC, tensile strength at room temperature and CTOD at −20oC. As a result,
the developed flux cored wire was suitable for S500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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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가스 및 원유 채굴이 육상을 벗어나

극한지 및 심해의 해양플랜트에서 채굴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가혹한 사용 환경을 고려할

때 용접부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지

고 있으며 특히 용접부에 대한 CTOD (crack tip

openning displacement, 균열개구변위) 성능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다.1) 이러한 구조

물에 사용하는 강재는 점차 경제성을 고려한 구조

물 경량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하고자 최근 항복강도 500 Mpa 이상의 S500

강재 적용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개소의 용접을

위해 작업성이 확보되고 우수한 용접부 성능 특히,

CTOD 특성을 만족되는 플럭스충진 와이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강 용접부에서 관찰되는 금속조

직은 여러 형태가 있으나 입계 페라이트(grain boun-

dary ferrite), 위드만스테텐 페라이트(widmanstatten

ferrite), 다각형 페라이트(polygonal ferrite) 및 침상

페라이트(acicular ferrite) 등이 대표적이다2). 이 중

특히 침상페라이트 조직은 미세하여 용착 금속의

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므로 CTOD 특성에

도 매우 유효한 조직이다. 침상형페라이트는 용접

부내 비금속개재물에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련 연구로서는, 고전적인 불균일 핵생성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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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개재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핵생성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고3-4) 비금속개

재물 주위에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Mn의 결

핍층이 형성되면서 불균일 핵생성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낮추어 핵생성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발표되

었다5-7). 또한 용착금속내 Ti함량이 증가하면 MnO-

SiO2와 같은 비금속개재물의 SiO2 성분이 TiO2로

대체되어 MnO-TiO2가 생성되어 침상 페리이트가

형성된다8-9). 즉 비금속개재물 주위에 침상 페라이

트의 핵생성이 된다고 발표되었다.10) 

본 연구는 플럭스의 조성을 최적화하여 S500강

용접에 적합한 플럭스충진와이어를 개발하는 것으

로써 플럭스의 성분이 용접금속의 침상페라이트 생

성과 기계적 성질 및 CTOD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S500강에 요구되어지는 물성

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플럭스충진와이어는 주 성

분인 TiO2의 종류를 2가지로 달리하여 표 2와 같으

며, 외피는 자동차용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였으

며(CSP2-WC), 충진율은 14%, 와이어 선경은 1.2 mm

로 제작하였다. 시편 1은 루틸(rutile)을 주 성분으

로, 시편 2는 티타늄슬래그(Ti-slag)를 주 성분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1은 주된 플럭스의 TiO2를 XRD

(X-ray diffraction)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내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루틸 (a)은 단일 상만이

있었고 티타늄슬래그 (b)에서는 루틸, 아나타제, 페

로피세우드브루카이트 (Fe2TiO5)가 혼합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재는 표 3의 화학조성을 갖는 S500강을 20 mm

두께로 사용하였다.

2.2 용접부의 조직 관찰, 인장 및 충격시험

시편 제작은 GMA (gas metal arc) 용접에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SCR type의 용접기로 극성은 직

류역극성, 보호가스는 탄산가스(100% CO2)를 사용

하였다. 표 4의 용접조건으로 그림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용접시편을 조립하고 아래보기 자세로 용

접을 실시하였다.

용접부의 특성 평가는 화학성분, 조직관찰, 인장

시험, 충격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Table 1. Requirement of Norsok S500 steel

Items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Absorbed Energy (J, 
oC) CTOD (δ, -10

oC)

Spec. ≥500 600-750 ≥17 ≥60, -40 ≥0.25

Table 2. Composition of flux ingredient

Flux
Chemical Composition of Flux (wt %)

TiO2 ZrO2 SiO2 Na2O F Mg Si Mn C B2O3 Ni Al Bal

TiO2 : Rutile 55.0 0.98 2.50 1.50 0.63 5.0 2.00 12.0 0.09 0.40 15.0 0.7
Fe

TiO2: Ti-Slag 51.5 - 3.20 0.62 0.80 5.0 3.00 12.0 0.11 0.35 15.0 0.7

Fig. 1. Analysis result of TiO2 by XRD (a) Rutile flux / (b) Ti-slag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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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의 화학성분은 분광분석기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시편은 용접 시험편에서 용접방향과 수

직한 방향으로 시편을 절단하여 30 × 25 × 20 mm 크

기로 중심부에서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용접부 조직관찰은 용접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절

단한 시편을 연마한 후, 2% Nital 용액에서 에칭하

여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였다.

인장시험은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였고, 시편

은 AWS (american welding society) A5.29 규정에

따라 용착금속에서 채취하여 환인장 시편으로 제작

하여 시험 속도 1.6 × 10−2 mm/sec로 진행하였다. 

충격시험은 샤르피노치 충격시험방식을 채택하였

으며, 그림 3 및 그림 4에 인장 및 충격시험 시편

의 형상과 채취위치를 나타내었다.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wt%)

Items C Si Mn Ni Cr Mo V Cu Bal. Ceq

S500 0.038 0.091 1.855 1.67 0.017 0.104 0.001 0.258 Fe 0.501

Table 4. Welding parameter

Wire Dia.
Current

(A)
Voltage

(V)
Travel speed

(cm/min)
Inter-pass temperature 

(
oC)

Heat Input
(kJ/cm)

1.2mm 280~285 30~31.5 17~20 Max. 200 Avg. 19.8

Fig. 2. Groove design and welding pass sequence.

Fig. 3. Schematic of tensile and impact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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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TOD 성능 평가

CTOD 성능은 S500강 75 mmt 강재를 표 5의 용

접조건으로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접 후,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양호한 시편으로 제작하였다.

CTOD 시편의 상세한 사양은 그림 6에 나타내었

고, 시험 장비는 kobelco사의 만능시험기 DYHU-

1000 kn를 사용하였으며, 플럭스충진와이어의 주성

분이 루틸(rutile)인 시편 1과, 티타늄슬래그(Ti-slag)

인 시편 2 각각 –20oC에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후 CTOD 시험 후 파단면을 SEM 및 EDX mapping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용접부 화학성분

용접부를 분석한 화학성분은 표 6에 나타내었다.

플럭스 루틸과 플럭스 티타늄슬래그로 제작한 용접

부를 시편 1과 시편 2라 한다. 플럭스로 공급된

TiO2 총량과 용접부에서 분석된 Ti함량은 대부분

용접 후 슬래그로 부상하여 용접금속으로 이행이

크지 않았고 티타늄슬래그를 사용한 시편 2에서 다

소 이행이 높았으나, 루틸 단독의 시편 1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3.2 용접부의 미세조직

용접 시편의 조직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여기

서 알 수 있듯이 입계 페라이트 및 침상 페라이트

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편별 조직의 구성비는 IIW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에서 추천하는 방

법을 이용했으며, 그 결과 플럭스에 루틸을 사용한

시편 1은 침상 페라이트가 57%, 입계 페라이트가

43% 구성되어있다. 반면 티타늄슬래

그를 사용한 시편 2는 침상 페라이트가 8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입계 페라이트가 20%로 적게

형성되었다.

그림 8에 시편 1과 시편 2의 SEM사진을 나타내

었다. 루틸을 주원료로 제작한 시편 1은 상대적으

로 작은 크기의 Ti산화물이 형성되었다. 산화물주

위의 페라이트의 생성 형태는 페라이트 래스 (lath)

에 존재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므로 비금속개재물

에 의한 페라이트 핵생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Fig. 4. Schematic of specimen (a) tensile / (b) impact

test.

Table 5. Welding condition of CTOD test

welding 
position

Current
(A)

Voltage
(V)

Travel speed
(cm/min)

Interpass temperature
(
oC)

Heat Input
(kJ/cm)

3G (up) 165 ~ 225 23.5 ~ 25 10 ~ 25 Max. 200 Avg. 33

Fig. 5. Groove design and welding pass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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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 용접 시 루틸이 대부분 슬

래그로 부상되어 페라이트 핵생성의 기지로의 역할

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티타늄슬래그로 제작한 시편 2의 조직 내

Ti산화물의 크기는 3.5 μm∼3.7 μm로 상대적으로 컸

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페라이트는 전형적인

방사형으로 생성되었다. 따라서 Ti산화물을 중심으

로 페라이트의 핵생성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티타늄슬래그로 제작한 시편 2의 경우 용

접시 페로피세우드브루카이트가 Ti3+와 O2−로 해리

되어 Ti산화물 형태로 입내에 석출된 후 이곳을 기

점으로 페라이트 핵생성의 기지로의 역할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8-10)

SEM 조직에서 개재물 주위를 EDS (energy dis-

persive x-ray spectroscopy)로 mapping한 결과에서

Fig. 6. Schematic of CTOD test.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weld metals                                                                                                     (wt%)

Specimen
No

Chemical Composition of weld metals (wt%)

C Si Mn P S Ni V B Ti

1 0.064 0.25 1.37 0.014 0.014 2.21 0.015 0.0037 0.037

2 0.059 0.33 1.24 0.014 0.011 2.23 0.021 0.0035 0.055

Fig. 7. Microstructure of weld metal (a) specimen 1

(Rutile flux) / (b) specimen 2 (Ti-slag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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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i 주위에 Si, Mn, O, Al 등의 원소로 구성되었

으나 두 시편 간 각 원소별 함량별 특이사항은 확

인되지 않았다.

3.3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은 인장강도, 연신율 및 충

격인성을 평가하여 표 7에 나타내었다. 용접금속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시편 1과 시편 2가 거의 비

슷했으나, 충격인성 값은 시편 1의 경우 –40oC이하

저온에서 상당히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용접부

내 입계 페라이트가 많이 형성되어 충격을 흡수하

는 능력이 저하된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에 시편 2

의 경우 –40oC 이하 저온 충격인성 값이 높은 경

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용접부 조직 내 침상페라이

트 생성이 상대적으로 많아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이 향상된 결과로 판단된다. 이것은 시편 1은 S500

강에서 요구하는 저온충격 요구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시편 2는 충분히 만족하였다.

3.4 용접부의 CTOD 성능

용접부의 CTOD 시험은 조건을 고려하여 –20oC

에서 시편 1, 시편 2를 각각 평가하였다.

그림 9에는 시험이 진행되면서 외부에 주어지는

응력 증가에 따른 개구의 정도를 나타내었는데, 시

Fig. 8. Results of SEM analysis; (a) and (b) : specimen 1 (Rutile flux) / (c) and (d) : specimen 2 (Ti-slag flux).

Table 7.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 metal

Specimen
No.

Tensile Test Impact test (Avg. Joules)

YS (MPa) TS (MPa) EL (%) −40
oC −50

oC −60
oC

1 618 645 23.8 82 72 45

2 613 648 26.4 127 110 85

Fig. 9. Force vs clip gauge opening displacement of

CTOD test at –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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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1의 경우 외력에 따라 개구가 불규칙하게 진행

되어 기울기가 급격히 저하되는 구간을 많이 보였

으며 CTOD 값(δ)은 CTOD 요구치 0.25 mm 이상

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편 2의 경우 외력

이 증가함에 따라 개구가 서서히 진행되어 기울기

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내었으

며 CTOD 값(δ)은 요구치 0.25 mm 이상을 충분히

만족하였다.

위의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시편 1은 CTOD

평균 값(δ)이 0.114 mm로 미흡하였지만, 시편 2는

CTOD 평균 값 (δ)이 0.784 mm로 우수하였다.

CTOD 성능은 충격인성 평가와 달리 두꺼운 용

접시편 전반에 외력이 가해지므로 우수한 CTOD

성능 확보를 위하여 용접부의 조직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도 충격흡수력이 뛰어나고

인성이 강한 침상 페라이트로 주로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침상 페라이트가 다량 형성된 시편

2의 경우 S500강에서 요구하는 CTOD값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

CTOD 평가가 완료된 시편 파단면을 그림 10에

서는 SEM을 이용하여 개재물의 형태를 확인하고

EDS mapping을 실시하여 개재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시편 1은 대부분 취성파괴조직이고 (Fe, Al)Oxide

및 (Ti, Mn, Si, Al)Oxide로, 시편 2는 대부분 Dimple

형 연성 파괴조직이고 (Ti, Mn, Al, Mg)oxide 및 (Ti,

Mn, Al, Si)oxide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편 2에서는 Ti산화물을 중심으로 다수

의 침상페라이트가 생성되어 CTOD시험에서 외부

에서 주어지는 응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저항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금속조직

의 차이로 인하여 노치로부터 균열이 발생되어 균

열선단이 벌어진 변위량, 즉 연성파괴 영역에서 취

성파괴 영역으로 전이되기까지의 확장된 길이인 δ

값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500강 용접에 적합한 플럭스충진

와이어를 제작하여 용접하고 용접부 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플럭스의 주성분인 루틸 및 티타늄슬래그 2종

Table 8. Test result of CTOD

Specimen No. Position of Notch Test Temp. (
oC) Ave. Max Force (kN) Ave. δc (mm)

1
DEPO −20

oC
247.2 0.114

2 291.1 0.784

Fig. 10. Results of SEM (EDS mapping) analysis in fracture face; (a) and (b) : specimen 1 (Rutile flux) / (c) and (d) :

specimen 2 (Ti-slag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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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료를 사용하여 플럭스 충진와이어를 제작하여

용접 후 용접부를 평가한 결과, 용접금속의 화학성

분이 0.06%C, 0.2-0.3%Si, 1.25-1.45%Mn, 2.1%Ni,

0.003%B, 0.03-0.05%Ti 범위로서 S500강 용접부에

서 요구되어지는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를 만족하였다.

2. 루틸을 주성분으로 제작된 용접와이어의 용접

부 조직은 입계 페라이트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높

고 충격치는 낮으며, −40oC이하에서는 충격치가 급

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티타늄슬래그를 주

원료로 제작된 용접와이어의 용접부 조직은 다량의

침상 페라이트가 형성 되어 충격치는 높고 −40oC

이하에서 충격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 루틸을 주성분으로 제작된 용접와이어의 용접

부는 CTOD 값이 0.114 mm로 미흡하였으나, 티타

늄슬래그를 주원료로 제작된 용접와이어의 용접부

는 CTOD 값이 0.784 mm로 우수하여 S500강 용접

에 적합하였다.

4. 티타늄슬래그를 주성분으로 플럭스를 사용한

경우, 저온에서 충격인성 및 CTOD 성능 향상은 티

타늄슬래그 내에 내재된 페로피세우드브루카이트가

용접시 해리되어 용접 금속내로 이행되어 Ti산화물

을 형성함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다량의 침상 페라

이트가 생성되어 용접부내 연성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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