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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압력용기 제작공정에서 탄소강의 용접조건에

따른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의 용접부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유화학 플랜트의 압력용기 제작시 적용하는 용접방법은 수동용접이 적용

되는 용접조인트는 Shielded Metal Arc Weldng(SMAW)용접과 Flux Core Arc

Welding(FCAW)의 두가지 용접방법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압력

부 용접은 SMAW 용접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비압력부용접은 FCAW 용접방법

을 적용하고 있다.

석유화학 플랜트 및 현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용접방법 및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용접재료 제조업체의 소재기술개발 및 용접강판의 품질개선을 통하여 국

내의 용접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Flux Core Arc

Welding(FCAW) 용접방법이 FCAW에 대한 인식부족, 적용방법에 대한 자료부

족 및 FCAW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비압력 용접부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지

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현재 수동용접이 적용되는 압력부위의 용접조인트는 우수한

용접 효율 및 품질을 바탕으로 FCAW 용접을 승인 및 적용해오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FCAW용접에 대하여 압력부위의 용접법으로 승인 및 확대적용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강에서 Flux Core Arc Welding(FCAW)으로 용접한 용접부

의 특성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8개의 용접시험편을 만들어 각 시험편에

용접조건을 달리하여 용접을 실시하였다. 용접시에는 용접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후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FCAW 용접의 단

점으로 알고있는 열처리후 충격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처리작업

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험편은 기계적 시험 및 방사선 투과검사를 실시하

여 결과값을 분석하여 미국기계학회(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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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s)의 합격기준에 충족하는지 용접부에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용접부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를 통하여 FCAW용접이 SMAW용접을 대체할수 있는

용접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불안요소가 많은 용접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용접부 검증실험에서 모든항목이 ASME 합격기준에 만족하는 결과

를 확인할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도 FCAW용접이 압력부위의 용접방법으로 승인 및

확대적용이 되어 국내플랜트 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고능률의 용접법으로 발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iv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

1.3 논문의 구성 --------------------------------------------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 4

2.1 용접의 개념 ----------------------------------------------- 4

2.2 용접의 분류 ----------------------------------------------- 4

2.3 GTAW/SMAW/FCAW 용접의 원리 및 특성 --------------- 6

2.3 .1 GTAW 용접의 원리 및 특성 ------------------------- 6

2.3 .2 SMAW 용접의 원리 및 특성 ------------------------- 7

2.3 .3 FCAW 용접의 원리 및 특성------------------------- 8

2.4 검증시험의 특성 --------------------------------------- 11

2 .4 . 1 인장시험의 특성 ------------------------------- 11

2 .4 . 2 밴딩시험의 특성 ------------------------------- 12

2 .4 .3 충격시험의 특성 ------------------------------- 12

2 .4 .4 경도시험의 특성 ------------------------------- 13

2.4 .5 매크로시험의 특성 ------------------------------ 14

2.4 .6 방사선투과시험의 특성 --------------------------- 15

제 3 장. 실험방법 --------------------------------------- 16

3.1 실험목적 및 계획 ---------------------------------------- 16

3 .2 FCAW의 용접실험 --------------------------------- 17

3 . 2 .1 시험편 및 용접조건 ----------------------------- 17

3 . 2 .2 용접방법 ------------------------------------- 19

3 .2 .3 용접봉 --------------------------------------- 19

3 . 2 .4 용접모니터링 ---------------------------------- 20

3 .2 .5 용접부 열처리 ---------------------------------- 20



- v -

3.3 FCAW 용접부 검증실험 -------------------------------- 21

3 .3 . 1 인장시험 ------------------------------------ 21

3 .3 . 2 밴딩시험 ----------------------------------- 21

3 .3 .3 충격시험 ------------------------------------ 22

3 .3 .4 미세경도시험 ---------------------------------- 22

3 .3 . 5 매크로시험 ----------------------------------- 23

3 .3 .6 방사선투과시험 ------------------------------- 23

3.4 용접부 검증실험의 평가기준 ----------------------------- 24

제 4 장. 실험결과 및 분석 ------------------------------------ 26

4.1 FCAW의 용접부 실험결과 ------------------------------ 26

제 5 장. 결론 ----------------------------------------------- 36

참고문헌 ------------------------------------------------------ 37

ABSTRACT --------------------------------------------------- 38



- vi -

표 목 차

<표 2-1> 용접의 분류 ------------------------------------- 5

<표 3-1> 시험편 및 용접봉의 기계적 성질 ---------------------- 17

<표 3-2> 시험편의 용접조건 -------------------------------- 18

<표 3-3> 용접입열량 -------------------------------------- 20

<표 3-4> 용접부 검증시험의 합격기준 ------------------------ 25

<표 4-1> 용접모니터링 결과 --------------------------------27

<표 4-2> 인장시험 결과 ---------------------------------- 28

<표 4-3> 밴딩시험 결과 ---------------------------------- 29

<표 4-4> 충격시험 결과 ---------------------------------- 30

<표 4-5> 경도시험 결과 ---------------------------------- 31

<표 4-6> 용접부 검증시험 결과 ----------------------------- 35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2-1] GTAW 용접원리도 ----------------------------------- 6

[그림 2-2] GTAW 기본장치도 ----------------------------------- 6

[그림 2-3] SMAW 용접원리도 및 장치도 -------------------------- 7

[그림 2-4] FCAW(Dual Shield) 용접원리도 ----------------------- 8

[그림 2-5] FCAW(Self Shield) 용접원리도 ----------------------- 9

[그림 2-6] FCAW기본장치도 ---------------------------------- 9

[그림 2-7] 인장시험 그래프 ----------------------------------- 11

[그림 2-8] 샤르피 V 노치 충격 시험 ---------------------------- 13

[그림 2-9]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Y TEST) ---------------- 15

[그림 3-1] 실험 순서도 --------------------------------------- 16

[그림 3-2] 시험편 ------------------------------------------- 17

[그림 3-3] 용접봉 ------------------------------------------ 19

[그림 3-4] 만능재료시험기 ----------------------------------- 21

[그림 3-5] CHARPY IMPACT TEST -------------------------- 22

[그림 3-6] 비커스경도기 ------------------------------------- 23

[그림 3-7] 실체현미경 -------------------------------------- 23

[그림 4-1] 매크로시험 결과사진 ------------------------------- 32



- 1 -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석유화학 플랜트 및 현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용접방법 및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용접재료 제조업체의 소재기술개발 및 용접강판의 품질개선을 통하여 국

내의 용접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 제작시 압력부위의 용접방법중 수동용접이 적용

되는 용접조인트의 용접방법은 Shielded Metal Arc Weldng(SMAW) 용접을 현

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Flux Core Arc Welding(FCAW) 용접방법이 FCAW에 대한

인식부족, 적용방법에 대한 자료부족 및 FCAW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비압

력 용접부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현재 수동용접이

적용되는 압력부위의 용접조인트는 우수한 용접 효율 및 품질을 바탕으로

FCAW 용접을 승인 및 적용해오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FCAW용접에 대하여

압력부위의 용접법으로 승인 및 확대적용이 필요하다.

용접재료 업체인 S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FCAW용접은 SMAW용접에 비해

용착율은 2배이상이며, 용착 효율은 20%이상 높은 용접법으로 용접사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플랜트 업체에서 생산성 향상 및

고능률의 용접법으로 기대할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용접기술(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강판등)의 발전으로 인한

여 FCAW 용접이 SMAW 용접을 대체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시험편

을 만들어 다양한 용접조건으로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부에 대해서 기계적시험

(인장시험, 밴딩시험, 충격시험, 경도시험, 매크로시험) 및 방사선투과시험으로 용

접부특성 및 용접의 품질을 확인하므로서 FCAW용접이 SMAW용접을 충분히

대체할수 있는 용접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보완해야할 불안요소가 많은 용접인

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 2 -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FCAW용접이 SMAW용접을 충분히 대체할수 있는 우수한 용접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보완해야할 불안요소가 많은 용접인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압력용기 제작시 많이 사용하는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

판이며, 규격은 ASME SEC.II PART-A A516 GR.70 철판으로 시험편을 8개를

준비하여 각 시험편별의 두께별로 용접봉, 용접방법, 열처리 조건등을 달리하여

용접을 실시하도록 한다.

용접봉은 일반적으로 카본스틸 고장력강 용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C사의

TGC-50S(AWS ER70S-6)을 GTAW 용접에 적용하였고, 저온조건 및 열처리후

에도 충격인성이 우수하다는 S사의 DS 7100ULTRA(AWSE71T-1C) 용접봉을

FCAW 용접에 사용한다.

시험편의 열처리를 통하여 충격인성을 확인하며, 용접작업시 용접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전압(V), 전류(A), 소요시간, 입열량(J/cm)을 측정하여 용접부 및 열영

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용접부에 대해서 인장시험, 밴딩시험, 충격시험, 경도시험, 매크로시험의

기계적시험 및 방사선투과시험을 검사하여 미국기계학회(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CODE 요구사항의 합격기준에 충족하는지

용접부의 특성을 평가하고 용접품질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용접절차, 용접봉브랜드, 열처리 조건이 용접부 특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2) 용접시 전압, 전류, 소요시간, 입열량의 차이에 따라서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미치는 영향분석

3) 용접완료된 시편을 인장시험, 밴딩시험, 충격시험, 미세경도시험, 매크로시험,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 ASME CODE 요구사항에 기준하여 용접부의 특성

및 품질의 이상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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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연구배경과 목적 및 내용을 서술한 1장을 포함하여, 총 5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용접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할 가스텅

스텐아크용접(GTAW), 피복아크용접(S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의

원리 및 특성을 확인하고, 각 용접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용접부의 검증

시험을 위한 인장시험, 밴딩시험, 충격시험, 경도시험, 매크로시험, 방사선투과시

험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FCAW 용접부에 대한 검증시험을 위하여 실험계획과 각 시험편

의 실험방법, 용접부에 대한 검증실험에 사용한 장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용접부 검증을 위한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할 미국기계학회(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합격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FCAW용접부 실험결과로 용접모니터링 결과 및 각 용접검증시험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값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 5장은 결론으로 용접모니터링 및 각 용접검증시험을 결과를 토대로 FCAW

의 용접부의 특성 및 연구성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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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2.1 용접의 개념

용접이란 접합하고자 하는 두 개 이상의 물체(주로 금속)의 접합부분에 존재하

는 방해물질을 제거하여 결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열로 두 금

속을 용융시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금속과 금속을 충분히 접근시키면 이들 사

이에는 뉴튼의 만유인력에 따라 금속 원자간에 인력이 작용하여 서로 결합하게

된다. 이 결합을 이루려면 원자들을 10nm정도 접근시켜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

은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통조건에서는 금속표면에 산화막이

존재하여 원자간 결합이 안되며, 또한 원자간의 인력이 작용할 만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금속표면이 평활하게 보여도 확대해보면 올록볼록하고 공기와 접촉한 면은

산화막으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해작용을 줄이고 접근시켜 두 금속을 접

합시키는 과정을 넓은 의미의 용접(Welding)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속을 접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기계적 접합과 금속학적 접합법으로

분류한다. 기계적 접합이란 접합면에 국부적인 소성변형을 주는 것으로 볼트이

음, 리벳이음, 가열끼우기 등이 있으며, 금속학적 방법이란 접합면에 열같은 에너

지를 가하여 국부적으로 용융시키던지 또는 금속원자의 열확산을 촉진시키는 방

법으로 용접은 대부분이 이 방법에 속한다[1,2,3,9].

2.2 용접의 분류

현재 분류되어 있는 용접법은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단

순한 용접법의 명칭에 의한다면 80여종까지 나눌수 있으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30여 종류가 있다. <표2-1>과 같이 용접, 압접, 납땜으로 크게 분류하기

도 한다. 용접과 압접은 재료의 접합을 보다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게 하는공정이

라고 할수 있고, 납땜은 금속을 서로 붙이는데 납을 사용한다고 볼수 있다.

용접은 접합하려는 두 금속재료의 접합부를 가열하여 용융 또는 반용융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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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재만으로 또는 모재와 용가재를 유합하여 접하는 방법이다.

압접은 이음부를 가열하여 큰 소성변성을 주어 접합하는 방법으로 접합부분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거나 또는 냉간상태에서 압력을 주어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납땜은 모재를 용융하지 않고 모재보다도 용융점이 낮은 금속을 용융시켜 접합

하는 방법으로 접합면 사이에 표면장력의 흡인력이 작용되어 접합되며, 땜납이

용융점이 450℃이하일때를 연납이라고 하고 450℃이상일때를 경납이라고 한다

[1,2,3,9].

<표 2-1> 용접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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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TAW,SMAW,FCAW의 원리 및 특성

2.3.1 가스텅스텐 아크용접(GTAW)의 원리 및 특성

GTAW용접은 비소모성 텅스텐 용접봉(Tungsten electrode)과 모재 간의 아크

열에 의해 용가봉(Filler rod)을 용착시켜서 모재를 용접하는 방법으로서, [그림

2-1]과 같이 용접부 주위에 아르곤이나 헬륨과 같은 고온에서도 금속과 반응하

지 않는 불활성 가스(Shielding gas)를 공급하면서 용접하는 것이다. [그림 2-2]

는 가스텅스텐 아크용접의 기본적인 장치도이다[4,7,8].

[그림 2-1] GTAW 용접원리도

[그림2-2] GTAW 기본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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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W 용접은 용접 입열의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박판 용접에 매우 좋으며,

텅스텐 전극봉이 비소모성이므로, 용가재의 첨가 없이도 아크열에 의해 모재를

녹여 용접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금속의 용접에 이용할 수 있다[4,7,8].

2.3.2 피복아크용접(SMAW)의 원리 및 특성

일명 Stick Welding이라고도 불리며, 용접봉과 모재 간에 직류 또는 교류전압을

걸고 용접봉 끝을 용접소재에 접근시켰다가 떼면 [그림2-3]과 같이 용접봉과 모

재 사이에 강한 빛과 열을 내는 아크가 발생한다.

[그림 2-3] SMAW 용접원리도 및 장치도

약 5,000℃에 이르는 아크열에 의해 용접봉은 녹아서 금속증기 또는 용적

(globule)으로 되어 용융된 모재와 융합하여 용착금속을 만든다. 그리고 용접봉의

피복제가 아크열로 증발하여 차폐가스(shielding gas)를 형성하여 용접부를 보호

한다. 용접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슬래그를 형성하며, 슬래그가

융착금속 위로 떠오르려는 성질로 인해 슬래그 혼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진

다. SMAW용접은 용접장비가 저렴하며 휴대성이 좋으며, 다양한 용접봉의 사용

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용접속도가 느리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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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FCAW)의 원리 및 특성

플러스 코어드 아크용접(Flux Cored Arc Welding, FCAW)의 원리는 GMAW와

유사하나,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와이어 중심부에 플럭스가 채워져 있

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FCW)를 사용한다. 따라서 FCAW는 FCW를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면서 전류를 통하여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 아크가 발생되도록 하

고, 발생된 아크열로용융지와 용접비드가 형성되도록하는 용접법이다. 또한 외부

에서 추가로 이산화탄소 가스나 아르곤 가스(75%)와 이산화탄소(25%)를 동시에

공급해 주는 [그림 2-4]의 FCAW(Dual Shield)와 Flux의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로만 용접부를 보호하는 [그림 2-5]의 FCAW(Self Shield)로 구분되며, 일반

적으로 Dual Shielded FCAW을 많이 사용한다. [그림 2-6]은 FCAW의 용접의

용접의 기본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주요 구성장치로는 인버터 CO2용접기, 와이어

공급장치, 이산화탄소 조정기, 용접토치등이 있다[4,7,8].

[그림 2-4] FCAW(Dual Shield) 용접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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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FCAW(Self Shield) 용접원리도

[그림 2-6] FCAW 기본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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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W는 다른 용접방법에 비해 전류밀도가 높아서 용착속도가 빠르며, 다양한

강종과 두께에 적용 가능하며, 용접속도가 SMAW의 4배이상 가능하며, 생산성

이 월등히 우수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철계(Ferrous) 금속과 니켈합금강에만

적용 가능하며, 열처리 후의 용접부의 충격 강도가 낮으며, 용접장비의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4,7,8].



- 11 -

2.4 검증시험의 특성

2.4.1 인장시험의 특성

인장시험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험방법이다.

인장시험은 일반적으로 간단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거의 대부분 표준화가 되

어 있으며, 재료를 당겨봄으로써 그 재료가 인장력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즉 재료가 당겨질 때 그 재료가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며, 인장시험을 통하여 그 재료의 특성을 잘 알수

있기 때문이다. 재료가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당기게 되면 [그림 2-7]와 같은 인

장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그 재료가 가해지는 인장력에 대해 어떻게 반응

하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중이 가장 높은 지점의 응력이 그 재료의 인장강

도(Tensile strength)가 되며 최대강도(Ultimate Strength) 또는 UTS라고 한다

[6,7,8].

[그림 2-7] 인장시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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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밴딩시험의 특성

밴딩시험은 용접금속 내의 유해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은지 또는 모재부와 동등

한 정도의 충분한 연성을 갖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재료에 굽힘모멘트

가 작용하였을때의 변형저항이나 파단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능

시험기에 굽힘시험용 장치를 장착하여 시험하며 형굽힙시험과 자유굽힘시험이

있으며, 형굽힘시험은 U형 지그를 활용한 굽힘시험(guided bend test)과 회전 굽

힘시험(guided-bend wrap around test)으 있으며, 시편도 방향도 가로방향 시편

과 세로방향 시편이 있으며, 표면굽힘, 이면굽힘, 측면 굽힙시험으로 구분한다

[6,7,8].

2.4.3 충격시험의 특성

충격시험은 재료의 연성(ductility), 인성(toughness), 취성(brittleness)의 판정을

위한 것으로서, 아주 짧은 시간에 큰 하중이 작용하는 하중을 충격하중이라 하며

재료에 충격저항이 작용할 때 에너지법을 이용하여 충격저항을 측정하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버텨내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일반적으로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을 많이 실시하며, 변형율 변화율(high strain

rate)에서 파단전에 재질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시험이다.

시험 방법은 [그림2-8]과 같이 추를 일정한 높이로 들어올리고, 시편을 하부에

고정시킨 다음에 추를 놓아 시편이 파단되면서 추는 초기 높이보다 조금 낮아진

높이로 올라간다. 이 높이를 측정해서 시편이 흡수한 에너지를 계산한다.

보통 J 단위로 표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표준시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J/cm2으

로 표시하기도 한다. 시편은 U 노치도 있고 V 노치도 있으나 주로 V 노치 시험

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시편 노치 뒤면에서 충격을 가해서 시험을 한다[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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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샤르피 V 노치 충격 시험

2.4.4 경도시험의 특성

경도란 물질의 단단함, 부드러움의 정도를 가리키는 양으로 물리적 정의는 어렵

지만 재료의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료

에 그 물질보다 단단한 다른 물체로 밀어 누르거나 또는 긁을 때에 나타나는 저

항으로 측정한다. 금속의 열처리 효과나 금속재질의 성질이나 균질성을 조사하는

데에는 경도를 시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경도시험(Hardess test)에는 세가지

시험방법인 브리넬 시험, 록크웰 시험 그리고 비커스 시험이 있다[7,8].

브리넬시험은 가장 오래된 경도 측정 방법으로 금속구를 (steel ball)을 사용한

다. 금속구로 재료의 표면을 특정하중(12.6 kg, 27.8 lb)를 가하여 누르면 구형태

의 압흔이 생긴다. 이 압흔의 직경을 측정한 후, 하중을 그 영구 오목부의 표면

적으로 나누면 값으로 Brinell Harness Number (BHN)가 얻어지는데 재료가 단

단하면 단단할 수록 압혼의 크기는 작아지고 BHN은 커진다. 금속과 같이 연성

이 있는 물질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지만, 치과용 소재같이 깨지기

쉬운 물질이거나 고무같이 큰 금속과 같이 연성이 있는 물질의 정확한 경도 측

정은 어렵다. 또한 압흔의 크기, 시험 하중도 다른 경도 시험법에 비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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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얇은 부품, 특히 표면만의 경도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물제품 등 비교적 균일하고 현상이 큰 재료의 경도측정에 주로 사용된다[7,8].

록크웰시험은 브리넬시험과 비슷한 금속구를 사용하거나, 원뿔형의 다이아몬드

를 사용하고, 경도의 평가는 압흔의 직경이 아닌 깊이로 측정된다. 두 단계로 측

정이 이루어지며, 첫 단계에서 미리 10kg의 초하중 (primary load)으로 접촉시켜

표면상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결함의 영향을 없앤다. 두 번째 단계에서 주하중

(major load)를 눌러 자국을 더 깊어지게 하고, 그 후 주하중과 초하중의 압흔의

깊이의 차이로 경도를 평가한다. 평가는 기구의 숫자계기에 나타난 수를 직접 읽

으면 된다. 록크웰 시험은 여러 하중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압흔이 사

용되므로 넓은 범위의 경도값이 정확하게 측정된다. 이 시험법은 Brinell 시험법

보다 자국을 적게 내고 더 얇은 시편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큼 시편의

표면은 Brinell의 경우보다 더 평평해야 한다. 연질 밀 경질재료의 금속에 폭 넓

게 사용되며, 작동이 간편하고 고정도를 유지하는 시험방법으로 신속한 시험을

할 수 있다[7,8].

비커스시험은 브리넬시험과 동일한 원리를 이용하는데, 금속구 대신 피라미드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며, BHN과 같이 하중을 오목부 압흔의 표면적으로

나눠 VHN (Vickers Hardness Number)를 결정한다. 이러한 정사각뿍 모양의 다

이아몬드 압자를 갖춘 비커스경도시험기는 하중이 작든 크든 거의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브리넬시험법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매우 단단한 재료의 정밀한 경도

를 측정할 수 있으며 깨지기 쉬운 재료의 경도를 결정하는데도 적당하므로 일반

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험 방법이다[7,8].

2.4.5 매크로시험의 특성

용접부에서는 용접공정에서 높은 용접 열에 의하여 용융되었다가 응고하는 용

접 금속과 비록 용융되지는 않았으나, 용접 열에 의하여 고온으로 가열되었다가

냉각되어 재결정의 과정을 거쳐 미시조직이 변화하는 용접 열양향부(HAZ Heat

Affected Zone)가 생성된다. 용접부에서의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용접부 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모재 및 용접부의 조직과 결정 입도 및 비금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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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등은 용접부의 기계적성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용접

부에서 모재와 용접금속의 조직과 용접조건의 적정성을 조사할떄에는 우선 매크

로(macro)조직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접조건에 따른 용접금속의 형성정도와 용접

비드의 크기로 용접입열량의 적정성 또는 다층 용접조건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볼수 있으며, 용접금속 내의 수지상 응고조직, 결정입도, 기포, 개제물, 또는 균열

등의 결함을 관찰해 볼수 있다. 즉 매크로(MACRO) 조직시험은 거시적인 관점

에서 용접조건의 적정성 또는 용접금속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다

[5,7,8].

2.4.6 방사선투과시험의 특성

방사선투과검사는 병원에서 X-ray 검사로 우리 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진다. [그림 2-9]와 같은 시편이나 기타 재질에 대하여 χ선이나 γ

선을 시험체에 투과하여 시험체가 가지는 밀도차에 의해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

속 (결함)을 검출하는 데 적용한다. 시험체의 밀도차에 따른 방사선 양이 RT 필

름상에 검고 어둡운 상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검사기준에 따라 관찰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 중 하나이다. 거의 모든 재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RT

필름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하며, 결함의 크기 및 종류의 검출이 용이하다[3,7,8].

[그림 2-9]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Y TEST) 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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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방법

3.1 실험 목적 및 계획

본 실험에서는 Flux Core Arc Welding(FCAW)으로 용접한 용접부의 특성을

확인하고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8개의 용접시험편을 각 시험편에 용접조건을

달리하여 용접을 실시한다. 용접시에는 용접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후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FCAW용접의 단점

으로 알고있는 열처리후 충격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처리작업도

수행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용접이 완료된 시험편은 기계적 시험 및 방사선 투

과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값을 분석하여 용접부의 특성 및 용접부의 품질을 평

가하고자 한다.

실험계획은 일반적으로 압력용기 제작시 많이 사용하는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

판이며, 규격은 ASME SEC.II PART-A의 SA516 GR.70 철판으로 두께는 6T,

12T, 24T X 300mm X 500mm로 준비한다. 시험편의 세로방향으로 60°의 V자

그루브로 맞대기 용접이 될수 있도록 절반을 절단한 시험편 8개를 준비하였다.

각 시편별의 두께별로 용접봉, 용접방법, 열처리 조건등을 달리하여 용접을 실시

하였으며, 시편별로 전압(V), 전류(A), 소요시간, 입열량(J/cm)을 측정하고, 용접

완료된 시편을 인장시험, 밴딩시험, 충격시험, 미세경도시험,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를 실시한다. 실험은 [그림 3-1]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그림 3-1] 실험 순서도

시험편제작(8개) 시험편용접(8개)

방사선투과시험
(8개)시험편가공(8개)

열처리(2개)

기계적시험(8개)



- 17 -

　 인장강도(Mpa) 항복강도(Mpa) 연신률(%) 경도(HB)

A516-70, 6T 538 390 27 152

A516-70, 12T 512 342 28 147

A516-70, 24T 528 352 31 150

TGC-50S 555 448 30 　

DS 7100ULTRA 592 532 29 　

3.2 FCAW의 용접실험

3.2.1 시험편 및 용접조건

본 실험에서는 사용된 시험편은 일반적으로 압력용기 제작시 가장 많이 사용하

는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이며, 규격은 ASME SEC.II PART-A A516 GR70이

다. 두께는 6T, 12T, 24T X 300mm X 500mm로 준비하고, 세로방향으로 60°의

V자 그루브로 맞대기 용접이 될수 있도록 절반을 절단한 [그림 3-2]과 같은 시

험편 8개를 준비하였다.

시험편으로 사용하는 철판성적서의 기계적 성질인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률

및 경도값이 <표 3-1>에 기재되어졌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한 GTAW용접봉

인 TGC-50S 및 FCAW용접봉인 DS 7100ULTRA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률

들이 <표 3-1>에 같이 기재되어졌다.

[그림 3-2] 시험편

<표 3-1> 시험편 및 용접봉의 기계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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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편 두께 용접봉 용접방법 열처리

1 A1 6 DS7100 ULTRA FCAW 1PASS NO

2 A2 6 TGC-50S +
DS7100 ULTRA

GTAW+FCAW 1+1PASS NO

3 B1 6 DS7100 ULTRA FCAW 1PASS YES

4 B2 6 TGC-50S +
DS7100 ULTRA

GTAW+FCAW 1+1PASS YES

5 C1 12 DS7100 ULTRA FCAW 2PASS NO

6 C2 12
TGC-50S +

DS7100 ULTRA
GTAW+FCAW 1+2PASS NO

7 D1 24 DS7100 ULTRA FCAW 4PASS NO

8 D2 24
TGC-50S +

DS7100 ULTRA
GTAW+FCAW 1+4PASS NO

각 시험편에 대한 용접조건은 <표 3-2 >에 표시되어졌다. 시험편은 A1 ∼ D2

까지 8개의 시험편을 준비했으며, 두께는 6T 4개, 12T 2개, 24T 2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접봉은 일반적으로 카본스틸 고장력강 용접에 많이 사용하는 C사

의 TGC-50S(AWS ER70S-6) 2.4mm을 GTAW 용접에 적용하였고, 저온조건 및

열처리후에도 충격인성이 우수하다는 S사의 DS ULTRA(AWSE71T-1C) 1.4mm

용접봉을 FCAW 용접에 적용했다.

용접방법은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으로 초층을 용접하고 최종용접은 플럭

스코어아크용접(FCAW)을 하는 방법과 전체용접을 플럭스코어아크용접(FCAW)

으로 진행하였다. FCAW용접의 최대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열처리후 충격값

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3번, 4번의 시험편은 열처리작업을 수행하여

열처리작업후 충격값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용접시 용접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압(V), 전류(A), 소요시간, 입열량(J/cm) 측정

을 통하여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용

접사는 용접사시험(Welder Test)에 합격한 1명의 용접사로 진행하였으며, 사용가

스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으며, 용접자

세는 상향용접(3G)으로 용접을 시행하였다.

<표 3-2> 시험편의 용접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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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용접방법

용접방법은 <표 3-2>의 용접방법과 같이 시험편 번호 2번, 4번, 6번, 8번 시험

편은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으로 초층(1PASS)을 용접하고 최종용접은 플

럭스코어아크용접(FCAW)을 시행하였으며, 시험편 번호 1번, 3번, 5번, 7번 시험

편은 초층(1PASS)부터 최종용접까지 플럭스코어아크용접(FCAW)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GTAW+FCAW 용접과 FCAW로 전체용접을 했을 때 기

계적 시험을 통하여 과연 어떤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2.3 용접봉

본 실험에 적용한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 용접봉은 일반적으로 카본스틸

고장력강 용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C사의 TGC-50S(AWS ER70S-6) 2.4mm

를 사용했다. 플럭스코어아크용접(FCAW)을 위한 용접봉은 S사의 DS7100

ULTRA(AWS E71T-1C) 1.4mm를 적용하였다. 가격은 일반용접봉에 비해서 비

싸지만, 전자세 용접이 가능한 티타니아계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로 100% 이산화

탄소를 사용하여도 용접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며, 특히 열처리후에도 우수한

충격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용착속도를 가지며 흄과 스패터가 적어 우수한

용접성을 가지고 있는 용접봉이다. 추후 열처리후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DS

7100ULTRA 용접봉의 최대강점인 열처리후에도 우수한 충격 특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림 3-3] 용접봉(TGC-50S, DS 7100UL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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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용접모니터링

직류 전류용후쿠메타를 이용하여 용접시 전압(V), 전류(A)를 측정하였고, 용접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입열량(J/cm)은 <표 3-3>의 기준에

따라 시험편당 입열량의 값을 특정하였다.

추후 전압, 전류, 입열량에 따라서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확인이 필요하고, 추후 결과값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FCAW용접은 용접부 품

질을 위해서 용접모니터닝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

<표 3-3> 용접입열량

3.2.5 용접부 열처리

본 실험에서는 FCAW의 용접의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접부 열처리후에 충

격강도가 낮아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편 3번,4번의 2개의 시험편은 전기

열처리로에서 열처리(Holding Temperature 623℃∼640℃, Holding Time 1시간

10분)를 실시하였으며, 열처리후에 충격시험을 결과를 통하여 열처리후에 용접부

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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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CAW 용접부 검증실험

3.3.1 인장시험

인장시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8개의 각 시험편에서 인장시험편을 2개씩 제작하

며, 시험편의 폭은 19mm, 두께는 각 시험편의 두께로 적용하여 ASME SEC. IX

QW-153 시험기준에 따라 [그림3-4]의 만능재료시험기(Maker:Shimadzu Max.

1000 kN)로 값을 측정하였다.

[그림 3-4] 만능재료시험기

3.3.2 밴딩시험

용접부의 굽힘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시험편에서 표면굽힘 2개, 뒷면굽

힘 2개의 밴딩시험편을 만들었으며, 폭은 35mm, 길이는 250mm, 두께는 각 시험

편의 두께로 적용하여 밴딩시험편을 만들어 ASME SEC. VIII DIV.1 UG-84,

QW-163 시험기준에 따라 [그림3-4]의 만능재료시험기(Maker:Shimadzu Max.

1000 kN)로 값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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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충격시험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충격시험의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따라 8개의 각 시험편의 모재부, 열영향부, 용접부에서 각각 3개씩의 충

격시험편을 만들어 1개의 시험편에서 총 9개의 충격시험편을 전체 72개의 충격

시험편을 준비하였다. 시험온도는 –25℃에서 시편크기는 2mm V-노치, 10mm x

5mm x 55mm로 제작하여, ASME SEC.IX QW-163 시험기준에 따라 [그림3-5]

의 샤르피 임팩트 테스트(Max 500J, Impact test temperature –196℃)로 실시하

였다.

[그림 3-5] 샤르피 임팩트 테스트

3.3.4 미세경도시험

미세경도시험을 위하여 모재부, 용접부, 열영향부에 대하여 시험할수 있도록 경

도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각 부위마다 4개소를 측정하였으며, 경도압입은 300g,

경도 유지시간은 10초로 하여 NACE MR0175 시험기준에 따라 [그림3-6]의 비

커스경도기(HK-54, Test load 1 kg∼50 kg)로 검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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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비커스경도기

3.3.5 매크로시험

매크로시험으로 용접부,열영향부의 건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면

을 염산혼합용액에 부식시킨후 세척하여 부식에 의해서 착색된 모양을 ASME

SEC. IX QW-470의 시험기준에 따라 [그림3-7]의 실체현미경(Maker: huvitz,

3.3배∼50배)으로 비율 X10으로 검사하였다.

[그림 3-7] 실체현미경

3.3.6 방사선투과시험

용접부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8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ASME SEC VIII.

UW51(b)기준에 따라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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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용접부 검증시험의 평가기준

용접부 검증을 위한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은 미국기계학회(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합격기준에 따라서 성능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3-4>에 평가기준을 정리해서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

은 아래와 같다.

인장시험의 합격기준은 QW-153.1의 인장시험의 합격기준에 따라 평가할것이며,

합격기준은 시험편의 인장강도는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보다 높아야하며, 인장강

도가 다른 두재료의 용접에서는 인장강도가 낮은 재료의 최소인장 강도보다 높

아야 하며, 시편이 모재에서 절단된 경우에는 모재의 최소인장강도의 95% 이상

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밴딩시험의 합격기준은 QW-163에 기준하여 용접부와 열영향부위가 시험편의

굽힘 부분 내에 있어야 하며, 3.2mm를 초과하는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육안으로 검사가능한 결함이 있더라도 3.2mm를 초과하지 않

으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충격시험의 합격기준은 UG-84 기준하여 모재, 열영향부, 용접부에 대하여 충격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편 온도가 –25℃기준으로 각 부위별 평균흡수에너지 값이

20J이 초과했을 때 합격으로 인정한다.

경도시험의 합격기준은 ASME CODE에는 요구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정유회

사 요구기준에 따라 비커스경도 HV 210 이하일 때 합격으로 인정한다.

매크로시험의 합격기준은 ASME CODE QW-192.4에 기준하여 용접부와 열영

향부위를 10배 배율로 검사되었을 때 균열,기포등의 결함이 없어야한다.

방사선 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ASME CODE QW-19 5.2.2 기준하여 선형결함

(Linear Indication)일 경우에는 균열, 융합불량, 용입부족이 없어야 하며 모재두

께가 9.6T이하의 경우에는 3.2mm를 초과하면 안되고, 모재두께가 57.1T이하의

경우는 모재두께의 1/3를 초과하면 안된다. 원형결함(Rounded Indication)일 경우

에는 모재두께의 20% 또는 3.175mm를 초과하면 불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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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합격기준

인장시험
ASME
QW-153.1

- 시험편의 인장강도 > 모재의 최소인장강도

- 인장강도가 다른 두재료의 용접에서인장강도가
낮은 재료의 최소인장강도보다높아야함.

- 시편이 모재에서 절단된 경우 모재의 최소인장
강도의 95% 이상의 경우.

밴딩시험 ASME
QW-163

- 용접부와 열영향부위가 시험편의 굽힘 부분 내에
있어야 함.

- 육안으로 검사가능한 결함이 있더라도 3.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충격시험 ASME
UG-84

- 각 부위별 평균흡수에너지 값이 20J이 초과했을
때(시험편 온도가 –25℃기준).

미세
경도시험

국내정유사
기준 - 비커스경도 HV 210 이하일 때.

매크로
시험

ASME
QW-192.4

- 용접부와 열영향부위를 10배 배율로 검사했을때
균열,기포등의 결함이 없어야 함.

방사선
투과시험

ASME
QW-155.2.2

- 선형결함일 경우에는 균열, 융합불량, 용입부족이
없어야 하며, 모재두께가 9.6T이하의 경우에는
3.2mm를 초과하면 안되고 모재두께가
57.1T이하의 경우는 모재두께의 1/3를
초과하면 안된다.

- 원형결함일 경우에는 모재두께의 20% 또는
3.175mm를 초과하면 불합격.

<표 3-4> 용접부 검증시험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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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결과 및 분석

4.1 FCAW의 용접부 실험결과

4.1.1 용접모니터링 결과

8개의 시험편의 용접시 용접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시험편별로 전압(V), 전류

(A), 소요시간, 입열량(J/cm) 및 사용한 용접봉을 <표 4-1>에 기재하였다.

GTAW용접봉으로 사용한 TGC-50S의 용접시 측정한 전압(V) 및 전류(A)는

용접봉회사의 용접조건 범위(전압 10V∼15V, 전류 100A∼195A)에 맞게 측정되

었다.

FCAW용접봉으로 사용한 DS 7100ULTRA의 용접봉회사의 용접조건 범위는 상

향용접기준으로 전압은 23V∼28V이며, 전류는 160A∼280A(적정전류 230A)이다.

실제로 용접모니터링시 측정된 전압은 31.5V∼37V, 전류는 200A∼295A로 측정

되었다. 전류는 용접조건 범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압은 시험편 7번(D1) 용

접시 36.5V∼37V로 적정용접조건 대비하여 최대 30%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입열량(J/cm)은 시험편 8번(D2)에서 110.3J/cm로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상대적

으로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시험편 7번(D1)은 용접시 전압이 높게 사용되었고,

시험편 8번(D2)은 용접시 입열량(J/cm)이 높았다는 것을 용접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기계적시험의 결과값을 분석하여 용접시 전압, 전류, 입열량이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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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
편

전압(V) 전류(A)
용접
길이
(Cm)

소요시간
(cm/min)

입열량
(Min.)
(J/cm)

용접봉종류

1 A1 35 225 50 3분30초 33.1
DS

7100ULTRA

2 A2
15.5 160

50
4분30초 13.4 TGC-50S

35 290 2분4초 25.2 DS
7100ULTRA

3 B1 35 295 50 2분24초 29.7
DS

7100ULTRA

4 B2
15.5 160

50
4분58초 14.8 TGC-50S

33 215 2분40초 22.7 DS
7100ULTRA

5 C1
35 230

50
4분34초 44.1 DS

7100ULTRA

34 235 3분30초 33.6 DS
7100ULTRA

6 C2

16 160

50

2분30초 7.7 TGC-50S

34 260 1분10초 12.4 DS
7100ULTRA

34 240 4분13초 41.3 DS
7100ULTRA

7 D1

36.5 195

50

5분55초 50.5 DS
7100ULTRA

37 220 4분43초 46.1 DS
7100ULTRA

36.5 215 5분2초 47.4
DS

7100ULTRA

37 245 8분8초 88.5 DS
7100ULTRA

8 D2

16.8 195

50

3분40초 14.4 TGC-50S

31.5 224 2분13초 18.8
DS

7100ULTRA

31.5 205 5분35초 43.3 DS
7100ULTRA

34 200 13분31초 110.3 DS
7100ULTRA

34 250 5분4초 51.7
DS

7100ULTRA

<표 4-1> 용접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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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편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 비 고

1 A1
인장시험1 Mpa 547 파단위치 : 모재부

인장시험2 Mpa 537 파단위치 : 모재부

2 A2
인장시험1 Mpa 543 파단위치 : 모재부

인장시험2 Mpa 531 파단위치 : 모재부

3 B1
인장시험1 Mpa 487 파단위치 : 모재부

인장시험2 Mpa 502 파단위치 : 모재부

4 B2
인장시험1 Mpa 500 파단위치 : 모재부

인장시험2 Mpa 489 파단위치 : 모재부

5 C1
인장시험1 Mpa 546 파단위치 : 모재부

인장시험2 Mpa 530 파단위치 : 모재부

6 C2
인장시험1 Mpa 548 파단위치 : 모재부

인장시험2 Mpa 544 파단위치 : 모재부

7 D1
인장시험1 Mpa 519 파단위치 : 용접부

인장시험2 Mpa 522 파단위치 : 용접부

8 D2
인장시험1 Mpa 543 파단위치 : 모재부

인장시험2 Mpa 538 파단위치 : 모재부

4.1.2 기계적시험 결과

용접완료된 총 8개의 시험편의 용접부검증을 위하여 인장시험, 밴딩시험, 충격

시험, 경도시험, 매크로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을 진행하였다.

1) 인장시험

8개의 각 시험편에서 인장시험편을 2개씩 제작하여 인장시험 결과를 <표4-2>

에 나타내었다. 7번(D1)의 시험편에만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시

험편에서는 모재부에서 파단이 발생했다. 모든 시험편이 인장시험의 합격기준에

는 만족했으나, 용접후 열처리를 수행한 3번(B1)과 4번(B2)의 시험편에서는

487MPa, 502MPa, 500MPa, 489MPa의 인장강도로 다른 6개의 시험편에 비해서

인장강도가 떨어지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인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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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편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 비 고

1 A1
표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뒤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2 A2
표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뒤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3 B1
표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뒤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4 B2

표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뒤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5 C1

표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뒤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6 C2

표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뒤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7 D1
표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뒤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8 D2
표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뒤면굽힘1,2 - 이상없음 롤 지름 20mm, 180도

2) 밴딩시험

8개의 각 시험편에서 표면굽힘 2개, 뒷면굽힘 2개의 밴딩시험편을 만들어 시험

을 하였으나, 모든시험편에서 밴딩시험에는 전혀 이상없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표 4-3>은 밴딩시험 결과값이다.

<표 4-3> 밴딩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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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편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평균) 비 고

1 A1

흡수에너지(-25℃) J 57 모재부

흡수에너지(-25℃) J 28 열영향부

흡수에너지(-25℃) J 40 용접부

2 A2

흡수에너지(-25℃) J 65 모재부

흡수에너지(-25℃) J 32 열영향부

흡수에너지(-25℃) J 38 용접부

3 B1

흡수에너지(-25℃) J 59 모재부

흡수에너지(-25℃) J 30 열영향부

흡수에너지(-25℃) J 37 용접부

4 B2

흡수에너지(-25℃) J 62 모재부

흡수에너지(-25℃) J 21 열영향부

흡수에너지(-25℃) J 35 용접부

5 C1

흡수에너지(-25℃) J 275 모재부

흡수에너지(-25℃) J 133 열영향부

흡수에너지(-25℃) J 60 용접부

6 C2

흡수에너지(-25℃) J 278 모재부

흡수에너지(-25℃) J 149 열영향부

흡수에너지(-25℃) J 45 용접부

7 D1

흡수에너지(-25℃) J 256 모재부

흡수에너지(-25℃) J 166 열영향부

흡수에너지(-25℃) J 33 용접부

8 D2

흡수에너지(-25℃) J 274 모재부

흡수에너지(-25℃) J 213 열영향부

흡수에너지(-25℃) J 80 용접부

3) 충격시험

<표4-4>는 충격시험의 결과값이며 8개의 각 시험편의 모재부, 열영향부, 용접

부에서 각각 3개씩의 충격시험편을 만들어 –25℃에서 충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는 3개의 측정값의 평균값을 기재하였다. 모든 시험편에서 합격기준인

20J 이상보다 높은 평균값의 결과가 나왔으나, 용접후 열처리를 수행한 4번(B2)

시험편의 열영향부에서는 21J의 평균값으로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낮은값을 확

인할수 있었다.

<표 4-4> 충격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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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험편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평균) 비 고

1 A1

모재부 HV 146 4개소측정

열영향부 HV 190 4개소측정

용접부 HV 172 4개소측정

2 A2

모재부 HV 148 4개소측정

열영향부 HV 195 4개소측정

용접부 HV 180 4개소측정

3 B1

모재부 HV 135 4개소측정

열영향부 HV 176 4개소측정

용접부 HV 182 4개소측정

4 B2

모재부 HV 134 4개소측정

열영향부 HV 190 4개소측정

용접부 HV 188 4개소측정

5 C1

모재부 HV 148 4개소측정

열영향부 HV 188 4개소측정

용접부 HV 178 4개소측정

6 C2

모재부 HV 146 4개소측정

열영향부 HV 180 4개소측정

용접부 HV 160 4개소측정

7 D1

모재부 HV 146 4개소측정

열영향부 HV 174 4개소측정

용접부 HV 170 4개소측정

8 D2

모재부 HV 146 4개소측정

열영향부 HV 188 4개소측정

용접부 HV 174 4개소측정

4) 미세경도시험

[표4-5]는 경도시험의 결과이며, 각 시험편의 모재부, 열영향부, 용접부에서 각각

4개소에서 측정하였다. 8개의 모든시험편 및 각시험부위에서 경도시험결과값은

이상없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표 4-5> 경도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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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크로시험

[그림4-1]은 확대배율 X10의 매크로시험 사진이다. 시험분석결과 균열이나, 기포

등의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시험편 8번(D2)에서는 매크로시험에서 열영향부

의 범위가 넓은점을 확인할수 있었다.

1번, A1 시험편

2번, A2 시험편

3번, B1 시험편

4번, B2 시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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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C1 시험편

6번, C2 시험편

7번, D1 시험편

8번, D2 시험편

[그림 4-1] 매크로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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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투과시험

용접완료된 8개의 시험편중 3번(B1)과 4번(B2)의 시험편은 열처리까지 완료후

용접부 내부의 결함을 확인하고자 방사선투과시험 실시하였으나, 모든시험편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7) 용접부 검증시험 결과

모든 검증시험에서 8개의 시험편 전부 합격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를 확인할수

있었다. 용접부 검증시험 결과는 <표 4-6>에 나타내었다.

기계적시험 및 방사선투과시험 결과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한 8개의

모든 시험편이 ASME 합격기준을 만족하였다. 용접모니터링시 전압이 36.5V∼

37V로 다른 시험편에 비해 30%이상 높았던 시험편7번(D1)은 인장시험에서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다소 낮은값을 확인할수 있었다. 입열량이 가장 높았던 시험편

8번(D2)에서는 매크로시험에서 열영향부의 범위가 넓은점 이외에는 차이점이 발

견되지 않았다.

FCAW 용접의 큰 단점이며, 문제점으로 알려진 저온 및 용접부의 열처리후에

충격강도가 낮아진다는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실시한 시험편 3번

(B1)과 4번(B2)의 –25℃에서 충격시험의 값은 모두 만족하였으나, 시험편 4번

(B2)의 열영향부에서는 21J의 평균값으로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낮은값을 확인

할수 있었다. 인장시험에서도 열처리를 실시한 시험편에서 다소 낮은값이 측정되

었다. 하지만 모든 검증시험에서 ASME 합격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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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부시험 결과

용접
모니터링

- 시험편 7번(D1) : FCAW용접시 전압이 36.5V∼37V로
측정됨.

- 시험편 8번(D2) : FCAW용접시 입열량이 110.3J/cm로
측정됨.

인장시험

- 모든 시험편에서 합격기준에 만족함.

- 시험편 7번(D1) :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함.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인장강도가 떨어짐.

- 시험편 3번(B1) :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인장강도가 떨어짐.

- 시험편 4번(B2) :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인장강도가 떨어짐.

밴딩시험
- 모든 시험편에서 합격기준에 만족함.

- 특이사항 없음.

충격시험

- 모든 시험편에서 합격기준에 만족함.

- 시험편 4번(B2) : 열영향부에서 21J의 평균값으로 다른

시험편에 비해 낮음.

미세경도시험
- 모든 시험편에서 합격기준에 만족함.

- 특이사항 없음.

매크로시험

- 모든 시험편에서 합격기준에 만족함.

- 시험편 8번(D2) : 열영향부의 범위가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넓음.

방사선
투과시험

- 모든 시험편에서 합격기준에 만족함.

- 특이사항 없음.

<표 4-6> 용접부 검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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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FCAW 용접이 SMAW 용접을 대체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시

험편을 만들어 다양한 조건으로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부에 대해서 기계적시험

(인장시험, 밴딩시험, 충격시험, 경도시험, 매크로시험) 및 방사선투과시험의 결과

값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계적시험 및 방사선투과시험 결과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한 8개

의 모든 시험편이 ASME 합격기준을 만족하였다. 용접모니터링시 전압이 36.5V

∼37V로 다른 시험편에 비해 30%이상 높았던 시험편7번(D1)은 인장시험에서 다

른 시험편에 비해서 다소 낮은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열량이 가장 높았던 시

험편 8번(D2)에서는 매크로시험에서 열영향부의 범위가 넓은 점 이외에는 차이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2) FCAW 용접의 큰 단점이며, 문제점으로 알려진 저온 및 용접부의 열처리 후

에 충격강도가 낮아진다는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실시한 시험편 3번

(B1)과 4번(B2)의 –25℃에서 충격시험의 값은 모두 만족하였으나, 시험편 4번

(B2)의 열영향부에서는 21J의 평균값으로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낮은값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장시험에서도 열처리를 실시한 시험편에서 다소 낮은값이 측정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검증시험에서 ASME 합격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탄소강에서는 FCAW 용접부가 ASME 합격기준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으

나, 추가적으로 니켈 합금강 및 비철에 대해서도 용접부 특성에 대한 연구도 필

요하다. 또한 SMAW 용접과 비교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용착효

율이 우수한 고능률의 용접법인 FCAW 용접이 압력부위에 대한 용접벙법으로

승인 및 확대적용으로 국내플랜트 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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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Welding Characteristics of

Fluxcored Arc-weld (FCAW) according to

the Welding Conditions of Carbon Steel in

the Pressure Vessel Fabrication Process

Woo Hong, JUNG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

University of Ulsan.

The welding method applied in the manufacture of pressure vessels of

domestic petrochemical plants is the most common application of two welding

methods: Shielded Metal Arc Weldng (SMAW) welding and Flux Core Arc

Welding (FCAW). To date, the SMAW welding method is used for the

welding of pressure parts, and the FCAW welding method is applied for the

non-pressure welding.

Although domestic welding technology has continued to develop through

R&D on welding methods and technologies, development of materials

technology by welding material manufacturers, and quality improvement of

welding steel plat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etrochemical plants and

modern industries, the domestic Floux Core Arc Welding (FCAW) welding

method is still applied only to non-pressure welds due to lack of awareness

of FCAW, lack of data on application methods and rejection of FCAW.

However, overseas welding joints in pressure areas where manual welding is

applied have been approved and applied to FCAW welding based on good

welding efficiency and quality. In Korea, approval and expansion of the

FCAW welding method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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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eight weld test pieces were made and welded differently to

each test specimen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welds

welded with Flux Core Arc Welding (FCAW) in carbon steel. During

welding, the thermal treatment was performed and analyzed to verify the

effects of weld monitoring on the welds and heat affected parts later, and to

verify that the impact value was reduced after heat treatment known as the

weakness of FCAW welding. Each test specimen was examined for

mechanical and radiological tests to determine if the welds met the

acceptance criteria of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ds were evaluated. The assessment confirmed

whether the FCAW weld is a weld that can replace the SMAW weld or has

many elements of anxiety to be supplemented. Verification testing of welds

showed that all items were satisfied with ASME acceptance criteria.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FCAW welding can be approved and

applied as a welding method for pressure parts in Korea, thereby improving

productivity of domestic plant companies and developing into a

high-performance wel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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