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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의 운송체에 기존 사용되던 금속 부품

들을 가볍고 높은 강도의 금속으로 대체하여, 연비와 성능을 동시

에 향상시키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금속 부품 중 동력전

달에 관여하는 부품들은 여러 가지 하중과 열에 의한 영향을 받으

므로 대체하기 어려운 반면 운송체의 경량화를 위해 외관을 형성

하는 샤시 부품의 경우 복합재료나 합금금속 등을 이용하여 다양

한 방법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하다[1].
방위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차, 자주포, 장갑차 같은 방탄기

능을 요구하는 전투차량에 대한 경량화가 필수적이다[2,3]. 과거에

는 전투차량에 두꺼운 판재를 적용하여 방탄성능을 극대화 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중량의 두꺼운 장갑판재는 빠르게 전투지역에 투입, 
적진에 침투하여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기동성, 최대한 많은 인원

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송시키는 수송성 등의 전투차량 본래의 

기능과 연료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최근 방위 산업에서 전투

차량에 경량의 고경도 성능을 가지는 장갑판재를 적용하려는 시도

를 많이 하고 있다[4,5].
전투차량의 외관은 장갑판재 구조체로 제작되며, 주로 방탄소재

강 Plate를 맞대어 Groove 또는 T-joint 형상의 이음부를 용접함

으로써 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경도강의 용접 시에는 금속조

직의 변화, 잔류응력, 수소 확산 등으로 인해 용접 열영향부(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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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affected zone)의 수소취화, 열연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

며 이로 인한 용접성 불량, 방탄성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종종 발생

한다[6]. 따라서 고경도 장갑판재의 용접성능 평가 및 기계적 시험

은 방탄성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용접구조물은 용접전압･전류, 보호가스, 입열량, 용접속도, 용접

재료 등 여러 가지 용접조건에 따라 용접부의 경도가 달라진다. 
기존 수행되었던 고경도 장갑판재의 용접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고경도 장갑판재 소재인 HHA1의 입열량 및 보호가스에 따른 기

계적 성능평가가 진행되었다. 입열량 low, middle, high의 3가지 

조건과 CO2 보호가스 5%, 20% 조건에서의 경도, 충격, 인장, 굽
힘 시험을 수행하여 기계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low 입
열량의 CO2 보호가스 5% 조건에서 가장 높은 인장강도 및 경도를 

확인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방위 산업에서 개발 제작중인 수입 장갑판재 소

재 ARMOX 500T에 대한 용접 조건을 확보하고 기계적 물성치 

파악과 용접성 평가를 통해 국산 2종과 외산 1종의 용접재료에 따

른 기계적 성능이 가장 우수한 용접재료를 선정하고자 한다. 

2. 용접 시편 제작
2.1 시편 용접조건

ARMOX 500T 장갑판재를 12T×914L×600W 크기로 준비하

고 Fig. 1과 같이 X-groove를 내어 1G(아래보기)자세에서 수용접

을 통해 gas metal arc welding (GMAW)을 수행하였다. 보호가

스는 Ar + O2 2%를 사용하였으며 토치로 예열을 진행한 후 Back 
bead의 원활한 형성을 위해 세라믹 Backing을 수행하였다. Table 
1, 2는 용접 시 사용한 국산 용접재료(ZH-120, ZH-100D) 2종과 

외산 용접재료(LA-100) 1종의 화학성분 및 재료별 용접조건을 나

타낸다.

2.2 용접시편 시험규격
장갑판재의 제작 규격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

이 개발되고 있으며, 방위 산업 관련 연구가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

로 각자의 규격을 제시하여 제작 및 보급하고 있다. 규격은 다르지

만 경도값에 따라 소재를 분류하는 것은 동일하며 대부분 국가들

은 미국 군사규격(United States Military Standard, Mil-SPEC)
을 바탕으로 장갑판재를 제작하고 있다. Mil-SPEC 규격을 바탕

으로 제작된 장갑판재가 전투차량의 용접 구조체로 제작되기 위

해서 TACOM (U.S. Army Tank-Automotive and Armaments 
Command)규격을 바탕으로 채취된 용접시편의 검사가 이루어져

야 하며 Fig. 2를 확인하면 시험에 따른 시편 채취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도 일정한 bead의 시편을 채취하기 위해 용접

한 plate의 양 끝단부를 절삭하고 Fig. 3과 같이 TACOM 규격에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by welding material

Table 2 Welding conditions of three kinds of wire for high 
hardness armor steel

Fig. 1 Plate width of X groove welding (a) Top-view, (b) 
Cross-section view

Fig. 2 Preparation of specimens according to TACOM standards 
for tensile, tough and transverse bending types 

Fig. 3 Test sample colle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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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시편을 채취하였다[7].

3. 기계적 성능 평가
3.1 인장 시험

인장 시험시편에 Extention meter를 부착하여 인장강도와 연신

율을 함께 측정하였다. 각 용접조건이 동일한 시편을 4개씩 측정하

였으며, Fig. 4(a)와 같이 모든 시편이 용접부에서 파단이 발생하

였다. 용접재의 모재용착이 양호하여 Fusion line보다 용접재 자체

의 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8,9]. 시험 결과 Fig. 5와 같이 

국산 용접재료(ZH-120)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이 1113.2 MPa, 
5.83%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외산 용접재료(LA-100)
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958.6 MPa, 2.99%로 다른 시험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확인됨을 볼 수 있다.

3.2 충격 시험
Fig. 4(b)와 같이 용접시편의 Weld, Fusion line, HAZ 부를 

채취하여 상온 및 저온에서 샤르피 충격 시험기로 각 용접조건 당 

3회씩 충격 시험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접 또는 강구조물은 저온에서 취성파괴에 의한 위

험성이 증가하므로 구조물의 최저온도에 따른 강재의 인성을 확인

한다. 국내의 경우 보통 -15℃, -25℃, -35℃ 등 3가지 온도 구역

별로 인성을 평가한다[10,11].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으로 상온 23℃, 
저온 -40℃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Fig. 6을 통해 용접재료에 

따른 시험온도 및 부위별 충격값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결과 전

체적으로 저온 충격값이 상온 충격값보다 매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온도에 따른 용접부의 충격값을 확인해보았을 때 

상온에서는 국산 용접재료(ZH-120)가 충격값 107.9 J로 가장 높

으나, 저온에서는 외산 용접재료(LA-100)의 충격값이 63.3 J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국산 용접재료

(ZH-120)가 인성이 우수하나, 저온에서의 인성은 외산 용접재료

(LA-100)가 더 우수함을 할 수 있다. 그 외 용접조건에 대한 부위

별 충격값은 상온과 저온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3.3 굽힘 시험
시편의 용접부를 180°, 롤지름 4 T의 Side bending으로 각 용접

조건 당 4회 굽힘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Fig. 7과 같이 

모든 시편의 용접부 또는 Fusion line에서 파단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고경도 장갑판재의 용접 구조물이 반복되는 굽힘 하중을 받

는 경우 용접부와 Fusion line에서 피로수명과 휨 성능이 좋지 않

으며, 파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12].

(a) Tensile strength

(b) Elongation
Fig. 5 Tensile test result of welding specimen

(a) Tensile test

(b) Impact test
Fig. 4 Optical images of specimens after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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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조직 검사
4.1 실험 방법

각 용접조건에 따른 시편의 미세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 

시편을 제작하고 검사할 용접 단면부를 1 µm 단위까지 표면연마

를 진행하였다. 연마가 완료된 시편에 Ethyl alchol (95%)에 

HNO3 (5%)를 혼합한 Nital용액으로 애칭을 하여 용접 단면부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편들을 확보하였다. Fig. 8은 에칭이 완료

된 용접 시편의 단면부이며 용접 공정 시 용접재료가 적층된 순서

를 나타낸다. 단면부는 전체적으로 4 Pass의 용접부가 X-groove 

형상의 시편에 양호하게 적층된 구조를 보이며, 용접에 따른 HAZ 
부와 Fusion line을 확인할 수 있다.

에칭을 완료한 시편에 대해 금속현미경을 사용하여 각 Pass에
서의 용접부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미세조직을 500, 1000배율

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으며, 금속 미세조직과 결정립을 확인할 수 

있다.
용접조건마다 각 Pass에서의 결정립 크기 변화를 판단하기 위

해 Fig. 9와 같이 현미경 이미지를 MATLAB을 사용하여 RGB
값에 따른 흑백 이미지로 변환하였다. 결정립의 조대화 정도를 수

식화하기 위해 Pixel 개수를 정량화하여 결정립 비율(grain ratio)
과 조대화율을 정의하였다. BW변환 시 결정립은 흰색, 경계면은 

(a) Room temperature (23℃)

(b) Low temperature (-40℃)
Fig. 6 Impact test result of welding specimen

Fig. 7 Bending test results

Fig. 8 Etched cross section and 4 pass welding sequence for 
X groove specimen

1P

2P

3P

Fig. 9 Microstructure and BW conversion of wel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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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전체 Pixel수에 대한 White pixel 
수를 Grain ratio로 하고 Grain ratio의 증가량을 조대화율로 계산

하였다.

 전체픽셀수
결정립픽셀수 (1)

조대화율 

 (2)

4.2 실험 결과
미세조직의 변환이미지의 Pixel을 정량화하여 결정립의 비율 및 

조대화율을 비교한 결과 Fig. 10과 같이 모든 용접조건에서 Pass
수가 증가하면 금속 조직의 결정립이 조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Grain ratio를 통해 외산 용접재료(LA-100)가 다른 

용접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같은 Pass구간에서 가장 큰 결정립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며 조대화되는 정도가 가장 크다. 조대화율

은 1 P와 3 P에서 Grain ratio의 평균증가율 또는 기울기와 같으며 

외산 용접재료(LA-100)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급하다는 것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적층에 따른 용융풀의 냉각속도 차이와 

용접재료 소재의 특성 차이로 추측되며 결정립의 조대화는 강의 

기계적 성질이 열화되고, 인장강도 및 경도 저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13].

5. 경도 측정
Fig. 11과 같이 조직 검사가 완료된 시편을 비커스 경도기를 사

용하여 가로 2 mm 간격으로 11회 측정하였다. 비커스 경도기는 

C스케일의 다이아몬드 압자로 압입 면적의 크기를 측정하여 경도

를 측정하였다.

용접부와 HAZ부의 경도를 집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각 Pass
구간 중 측정 영역이 가장 넓게 분포된 4 Pass구간만 측정하였으

며, 0.5 kgf의 하중을 설정하였다.
시험 결과 각 용접조건에서 전체적으로 HAZ부가 열경화에 의

한 가장 높은 경도를 보이며, 용접부에서 가장 낮은 양상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접부에서 외산 용접재료(LA-100)가 가장 

높은 경도값을 보이나, 양쪽 끝 모재의 경도값은 다른 용접조건에 

비해 감소되었다. Fig. 12는 각 용접조건의 부위별 경도 측정결과

를 나타낸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경도 장갑판재의 용접불량 및 성능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RMOX 500T 고경도강에 적용 가능한 3가지 용

접재료로 용접을 진행한 후 TACOM 규격에 맞추어 기계적 물성

을 측정하였고 단면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장시험 결과는 국산용접재료(ZH-120)가 가장 높은 인장강도

와 연신율을 보인다. 충격 시험에서는 국산 용접재료(ZH-120)가 

상온에서 용접부의 인성이 가장 우수하나, 저온(-40℃)에서는 외

산 용접재료(LA-100)의 인성이 더 우수하다. 굽힘 시험에서는 모

든 시편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용접부에서의 굽힘에 대한 반복 

Fig. 10 Comparison of grain coarsening ratio

Fig. 11 Checking point of vicker hardness test: total 20 point 
with 2 mm intervals

Fig. 12 Hardness results for 3 kinds of wel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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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강도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 및 경도 시험에

서 적층 횟수에 따른 결정립 조대화율은 외산 용접재료(LA-100)
가 가장 높으며, 결정립이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용접

부의 경도 측정 결과는 외산 용접재료(LA-100)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금속의 물성이 어느 정도 열화되더라도 외산 용접재료

(LA-100) 소재 자체 물성이 높은 경도를 가지며 국산 용접재료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함유된 Cr (0.03%), Ti (0.03%), V (0.005%) 
등 여러 가지 화학적 원소들의 영향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각 시험마다 우수한 값을 띄는 물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을 고려하였을 때 고경도 장갑

판재의 국산화에서는 국산 용접재료(ZH-120)를 사용하는 것이 좋

으나, 기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한랭지역에 진출 시 외산 용

접재료(LA-100)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용접재료에 대한 같은 용접조건에서의 

성능 평가를 시행하였지만 각각의 시험 결과값은 모두 기존의 일

반적인 탄소강 용접 구조물의 강도보다 우수하다. SM45C 또는 

SS400 용접 구조물의 일반적인 경도값이 200 ~ 300 (HV)인 것을 

감안하면 고경도강의 경우 가장 경도가 낮은 용접부도 높은 경도

를 띄는 것을 알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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