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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극후물 강재 용 부 취성균열 정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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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Arrest Toughness of Thick Steel Plate Welds for Ship Building

Joon Sik Park, Bo Young Jung, Gyu Baek An and Jong Bong Lee

1. 서    론

  최근 조선산업에서는 수송효율의 향상을 해 선박의 

용선화  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컨테

이 선의 형화도 속히 진행되어 1995년경에는 

6000~7000 TEU 의 컨테이 선들이 주력을 이루었으

나, 2007년부터는 10,000 TEU  이상의 형 컨테이

선이 건조될 정이다1). 컨테이 선의 형화에 따라 

용되는 강재의 강도와 두께도 증가하고 있으며, 8000 

TEU  이상의 컨테이 선에는 355MPa 이상의 항복강

도, 70mmt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극후물 강재가 선체 

Hatch-coaming 부에 용되고 있다1). 

  선박의 고강도화  극후물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체 

구조물의 괴 특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괴 특성은 크게 균열생성의 (crack initiation 

fracture toughness)과 균열정지의 (crack arrest 

fracture toughnes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 까지 선체 

설계에서의 괴 특성은 주로 균열생성의 측면에 

을 맞추어 검토되어 왔으나, 최근 일본 연구자들을 심

으로 균열정지의 에서 취성균열 정지특성(Crack 

arrest toughness or Crack arrestability)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3)

.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형

괴시험을 통하여 극후물 용 부의 취성균열 정지특성

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65mmt 이상 극후

물재에 해서는 용 부는 물론 모재에서도 취성균열의 

정지가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조선산업에서의 주요 심분야  하나인 형 컨테

이 선의 건조와 련된 문제로, 선체 구조의 안정성과 

련하여 체계 인 검토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극후물 용 부의 취성균열 정지특

성에 한 기존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주요 연구결과들에

서 나타나고 있는 시사 과 문제 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취성균열 정지특성의 개념  평가방법

  취성 괴 상은 크게 취성균열 발생과 취성균열 

의 두 단계로 나 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선체에 한 

괴 설계는 취성균열 발생의 억제에 이 맞추어져 왔

으며 이에 따라 균열생성 괴인성(Crack initiation 

fracture toughness, KIC), 샤르피 충격에 지, CTOD 등

의 특성을 측정하여 사용 강재의 괴인성을 vudrk하고 

선체 설계에 용해왔다4). 

  취성균열 정지는 응력이 집 된 부분이나 결함, 는 

국부 인 취화 역에서 취성균열이 발생한 경우, 균열이 

일정 길이 이상으로 하여 구조물 체의 안정성에 

향을 끼치기 에 정지시키는 개념으로 취성균열 정

지특성이 우수한 소재가 균열 발생부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성

균열의 정지는 균열이 하면서 균열첨단에서 방출되

는 탄성에 지와 균열첨단에서 일어나는 소성변형에 흡

수되는 에 지가 평형상태를 이룰 때 일어나게 되며, 균열

정지 괴인성 (Crack arrest toughness, Kca) 는 균

열정지온도 (Crack arrest temperature, CAT) 등의 값

으로 평가된다5). 취정균열 정지에 한 연구는 1953년 

Robertson6)이 균열정지온도의 개념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 에 이르러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

는 압력용기, 액화가스 장탱크, 강   해양구조물의 

설계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5). 1980년  이후에는 주로 

일본 연구자들을 심으로 철강소재의 개발과 련하여 

취성균열 정지특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7,8), 최근에 

들어서는 선 용 극후물 강재의 용 부가 가지는 취성

균열 정지특성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에 있다
1-3). 

  취성균열 정지특성의 평가방법은 크게 형시험법과 

소형시험법의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형시험법으로는 

Robertson test, ESSO test, Double tension test 등이 

있으며, 소형시험법으로는 샤르피 충격시험, Drop- 

 특 집 : 강구조물 용 부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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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for temperature gradient ESSO 

test

weight(Pellini) test, Drop weight tear test, Compact 

crack arrest(CCA) test 등이 있다5). 소형시험법은 주

로 형시험법을 모사하기 해 고안되었으며, 소형시

험에서 얻어진 결과값을 통해 형시험에서의 측정값

을 유추하는 데 활용되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선

용 극후물 강재의 취성균열 정지특성에 한 연구에

서는 부분 온도구배 ESSO 시험을 채택되고 있으므

로1-3) 이에 하여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림 1은 온도구배 ESSO 시험법의 개략도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시편 한쪽 면에 노치를 가공한 후 

형인장시험기에 장착을 한다. 냉각 챔버를 설치하여 

노치 부근은 온으로 냉각하여 균열 생성  를 

용이하게 하고, 균열  방향을 따라 온도를 상승시

켜 균열 정지가 발생하도록 한다. 온도구배는 통상 2.

5℃/cm 이하가 되도록 제어를 한다. 온도구배의 조정

이 마쳐진 후 시편에 인장하 을 가하고, 목표 시험하

에 도달하면 노치에 충격하 을 가하여 균열을 생성, 

시키고 균열이 정지한 부분의 균열길이를 측정하

여 Kca값을 계산한다. 시편의 단없이 시편내에서 균

열을 정지시키기 해서는 온도구배, 인장하   시

편 크기의 한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통상 으로 

선박의 최  운항온도(국제선 회, IACS 기 )인 

-10℃에서의 Kca값을 기 으로 하여 소재의 균열정지

특성을 비교하는데, 이를 얻기 해서는 2, 3회 온도구

배 ESSO 시험을 실시하여 외삽법을 통해 -10℃에서

의 Kca값을 계산한다. 

3. 선  극후물 강재 용 부의 취성균열 정
지특성에 한 연구 동향

  선 용 강재의 취성균열 정지특성에 한 연구는 

1980년  이후 주로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

으며
7-8)

 최근 선  극후물 용 부의 취성균열 정지특성

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선  

극후물 용 부의 취성균열 정지특성에 한 연구는 일

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결과를 제외하고는 발표된 

문헌 자료가 무한 실정이므로 다음에서는 이 연구결

과들에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조선연구 회 제 147 연구 원회에서는 1980년

에 선 용 강재 용 부의 취성균열 정지특성에 한 연

구를 실시하 는데, 용 부에서 발생한 균열은 용 선을 

따라 하는 도  모재쪽으로 방향을 환하여 

한 후 모재가 가지는 높은 취성균열 정지특성 때문에 

정지하게 된다는 결론을 제시하 다9). 그러나 Inoue 등

은 이 연구결과들은 주로 40mm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강

재에 해서 얻어진 결과이며 부분의 시험이 25mm의 

두께를 가지는 강재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는 을 강

조하며 65mmt 이상의 극후물에서는 모재로 방향을 

환하지 않고 용 부를 따라 직진 를 일으켜 용 부 

단을 야기시킨다고 언 하 다2). 이들은 이를 검증하

기 해 65~70mm의 두께를 가지는 선 용 강재를 이용

하여 ESSO 시험을 실시하 다. 2000 × 2000 mm 정사

각형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 으며, 온도조건은 온도구배 

는 균일온도 조건을 이용하 고, 시편에 가해진 인장

하 은 185~353MPa의 다양한 범 의 값을 용하 다. 

용 부는 EGW 로세스를 이용하여 입열량 

42.6kJ/mm을 용하 으며 용 선을 따라 균열 를 

막기 해 stiffener 형태의 보강재를 부착하 다. 총 5

회의 시험을 실시하 으며 보강재로는 시험 2~3은 일반 

선 용강을 시험 4~5는 표층 세립강(SUF강)을 이용하

다. 

  표 1은 5회의 ESSO 시험에 한 시험 조건  시

험 결과를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시험 1의 경우 가해

진 응력은 선 용 EH36강의 최소요구 항복강도 으며, 

이 경우 균열 정지를 해 노치 반 편의 온도를 60℃

까지 상승시켰으나 그림 2(a)에서와 같이 균열을 정지

시키지 못하고 시편이 단되었다. 시험 2, 3의 경우에

는 일반 선 용강으로 보강재를 부착하고, 응력을 

277(EH36강 최소요구 항복강도의 80%), 230MPa 

(EH36강의 최  설계응력)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하 다(그림 2(b), (c)). 

그러나 시험 2, 3의 경우 시험온도를 국제선 (IACS)

에서 제시하는 최  설계 온도인 -10℃로 균일하게 유

지했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시험 4에서는 일반 선

용강 신 표층 세립강으로 보강재를 부착한 후 

ESSO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림 2(d)에서처럼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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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Test region Temperature Stress (MPa) Results Remarks

1 Weld -40~60℃ 353 Go

2 Weld -10℃ flat 277 Go

3 Weld -10℃ flat 239 Go

4 Weld -10℃ flat 185 Arrest Double stiffener

5 BM -10℃ flat 252 Go Branch

Table 1 Results of ESSO test for thick steel plate welds by Inoue et al in 20062)

  

 (a)                                          (b)

  

 (c)                                         (d)

Fig. 2 Crack propagation path in ESSO specimen for (a) test 1, (b) test 2, (c) test 3 and (d) test 4

에서 균열이 정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으

나, 시험 응력이 185MPa로 매우 낮은 하 이었다는 

이 특징 이다. 시험 5는 모재의 취성균열 정지특성

을 EH36강의 최  설계응력인 252MPa 조건하에서 평

가한 결과로서 -10℃의 균일온도 조건에서 시험한 결

과 완  단이 발생하 다. 

  일본조선연구 회 제 193 연구 원회에서는 취성균

열을 정지시키기 해 선 용 강재가 가져야 하는 균

열정지 괴인성값(Kca)은 통상운항시 3900N/mm1.5, 

좌 와 같은 비상시에는 5900N/mm1.5이상이 되어야 한

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강재는 모

재의 Kca값이 2800N/mm1.5로 요구치에 미달하는 것으

로 나타나 완  단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0).

  결론 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EH  선 용 강재

로는 65mmt 이상의 후물재의 경우 모재에서조차 취성

균열의 정지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 Inoue 등은 2회의 추가 시험을 통해 용 부 취

성균열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 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3). 앞서 수행한 5회의 ESSO 시험2)에 

추가하여 보강재의 종류를 변형시킨 시편과 용 이음

부 형상을 변형시킨 시편을 이용하여 취성균열 정지특

성을 평가하 다. 용 부는 EGW 로세스를 이용하여 

입열량 42.6kJ/mm을 용하 으며, 사용된 시험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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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ESSO specimen for t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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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MPa이었고 시험온도는 -10℃의 균일온도 조건으로 

유지되었다. 앞서 수행한 5회의 시험에서는 stiffener 형

태의 보강재를 사용한 반면, 이번에는 그림 3에서와 같

이 stiffener 형태의 보강재 이외에 deck plate를 삽입하

여 시편을 제작하 다. Deck plate는 표층 세립강을 이

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용 부의 균열이 하다가 deck 

plate의 모재로 천이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3.5wt% Ni

의 용 재료를 이용하여 보수용 을 실시하 다. 표 2는 

추가로 수행된 2회의 ESSO 시험에 한 시험 조건  

시험 결과를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시험 6의 경우 표층 세립을 이용한 deck plate에서 

취성균열이 정지했으며, 보수용 부를 우회하여 deck 

plate의 모재쪽으로 균열이 해 들어갔음을 그림 4에

서 찰할 수 있다. 시험 7의 경우에는 용 선을 해

나가던 균열이 취성균열 정지특성이 우수한 모재와 만

나도록 용 이음부를 제작하 으며 용 선을 따라 직진 

하던 취성균열이 모재 내부에서 정지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그림 5). 이 때 사용된 모재는 두께 50mm

의 EH47  선 용 강재로 5900N/mm1.5 이상의 Kca 값

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보

수용 과 취성균열 정지특성이 우수한 보강재의 조합 

내지는 취성균열 정지특성이 우수한 모재를 활용하여 

극후물 용 부의 취성균열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 선  극후물 강재 용 부의 취성균열 정
지특성에 한 연구 망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선 용 강재의 취성균열 정

지특성에 한 연구는 1980년  이후 주로 일본 연구

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7,8)
 최근 형 괴시험기

를 이용한 선  극후물 용 부의 취성균열 정지특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

. 본 연구는 

형 컨테이 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하는 과제이지만,  단계에서는 일본 연구자

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유일한 연구 결과인 실정이며 

다양한 에서의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기 단계의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

존 연구결과에 한 체계 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향

후 연구 진행 방향에 한 기 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

이라 하겠다.

우선 일본조선연구 회 제 193 연구 원회의 연구결과

를 살펴보면 취성균열을 정지시키기 해 선 용 강재

가 가져야 하는 균열정지 괴인성값(Kca)은 통상운항

시 3900N/mm
1.5
, 좌 와 같은 비상시에는 5900N/mm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결과들은 

부분 두께 40mm 이하의 강재를 사용하여 얻은 데

이터로서, 실제 두께 65mmt 이상 선 용 강재에 해

서도 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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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단된다.

  한 기존의 연구
2,3)

에서는 극후물 용 부의 취성균

열 정지특성 하가 문제가 된다는 을 언 하면서도 

용 부의 균열정지 괴인성 값을 평가한 결과는 제시

하지 않고 있으며 용 부를 해나간 취성균열이 모

재에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는 모재의 균열정지 

괴인성 값을 평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극후물 용

부의 취성균열 정지특성 하에 한 근본 인 괴기

구  해결책을 도출하기 해서는 우선 용 부 자체의 

균열정지 괴인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용 부 취성균열 경로와 련하여 일본조선연구

회 제 147 연구 원회에서는 용 부에서 발생한 균열

은 용 선을 따라 하는 도  모재쪽으로 방향을 

환하여 한 후 모재가 가지는 높은 취성균열 정지특

성 때문에 정지하게 된다는 결론을 제시하 으나9), 

Inoue 등은 65mmt 이상의 극후물에서는 모재로 방향을 

환하지 않고 용 부를 따라 직진 를 일으켜 용

부 단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 다2). 일반 으로 선

용 강재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용  입열량의 증가는 

필수 으로 동반된다. 용  입열량의 증가는 용 부 잔

류응력 분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잔류응

력 분포의 변화는 용 부 취성균열의 경로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
. 이런 상은 특히 

용 부에 가해진 응력이 잔류응력의 크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취성균열 

경로에 인장 잔류응력이 주도 으로 작용하는 경우 취

성균열은 용 선을 따라 직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한 취성균열의 경로를 바꾸기 해서

는 균열 경로에 압축 잔류응력을 형성시키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1). 따라서 극후물 용 부에

서 취성균열이 직선으로 하는 상은 단지 강재 두

께의 증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우며 

용 부의 잔류응력  이에 미치는 용  입열량의 향

을 복합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극후물재 취성균열 정지특성의 평가방법

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기존의 극후물재 취성균열 정

지특성의 평가는 온도구배 는 균일온도 ESSO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로 1000mm  세로 

1000mm 시편을 기 으로 약 3000톤 이상 용량을 가지

는 형인장시험기와 별도의 노치 충격장비가 요구된다. 

극후물재 취성균열 정지특성 연구의 활성화를 해서는 

소형 시험편을 이용한 평가방법의 개발  형 괴시

험 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한 검증에 한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5. 요    약

  선박의 고강도화  극후물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체 

구조물의 괴 특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

근 균열정지의 에서 취성균열 정지특성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65mmt 이상의 극후물 용 부에 해서 취성균열 정

지특성의 하가 발생할 가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 취성균열 정지특성이 우수한 강재의 개발 이외에 용

부 보강재의 부착, 보수 용  실시 등 개선 방안을 마

련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극후

물 용 부 취성균열 기구에 한 규명은 재 무

한 실정이며, 강재 두께의 향 이외에 용  입열량, 용

부 잔류응력 등의 효과가 복합 으로 검토되어야 한

다. 아울러 극후물 용 부 균열정지 괴인성의 평가, 

형 괴시험을 체할 소형시험법의 개발  검증 등

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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