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State-of-the-Art Report

on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residual stresses

for welded structures of Liquid Metal Reactor

KAERI/AR-5OØ/98 
삐
삐
 

|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액처I금속로의 용접구조에 대한 특성 

및 잔류응력의 영향 

A State-of-압18-Art Report 

on characteri해cs 하ld e함$훨 of residual stresses 

for welded structurl률s of Uquid Me없I Rea며or 

% 한국원자력연구소 



A State-of-the-Art Report

on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residual stresses

for welded structures of Liquid Metal Reactor

KAERI/AR-508/98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액처I금속로의 용접구조에 대한 특성 

및 잔류응력의 영향 

A State-of-the-Art Report 

on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residual stresses 

for welded structures of Liquid Metal Reactor 

한국원자력연구소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이 보고서를 “액체금속로의 용접구조에 대한 특성 및 잔류웅력의 영향”의 기술 

현황 분석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98년 7월 13일 

과 제 명 : 액체금속로 기계설계기술개발 

주 저 자:김석훈 

공동 저자:유 봉 

: 김 종범 

: 이 형 연 

감수위원:류우적 

q 
ι
 



요약문 

용접윤 현재 원자력 플랜트의 구조물의 접합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용접 방 

법도 다양해지고 었다. 원자로 구조물의 여러 접합 부분과 압력용기 배관 둥이 

셜계 및 제작되어 질 때 용접 구조물의 헤석은 펼수척인 사항이다. 

잔류 용력은 기계 가공， 열척 공정， 금속학적 변태와 같은 제작 공정이나 비 

균일 소성변형 같은 현장에서의 거동시에 재료에 대해서 항상 도입된다. 잔류웅 

력의 크기 및 분포는 용접 구조물의 건전성과 신뢰성에 중요한 역할올 한다. 잔 

류용력에 대한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동시에 잔류 

웅력의 형성에 관한 이론척인 연구는 채료 거동에 대한 좀 더 실제적언 모텔의 

개발과 수치 계산을 위한 컴퓨터와 강력한 프로그랩이 개발됩에따라 많은 진전 

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액체 금속로의 용접 구조물에 대하여 잔류 웅력의 문쩨와 관련 

된 기술의 현황을 절명환다. 그 내용은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프랑스 

의 실종로인 수퍼 피닉스의 주요 구성기기의 구조와 이에 사용되어진 용접구조 

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둘째 취성파괴， 피로파괴， 좌굴， 웅력부식 균열과 같은 

주요 현상들에 대한 잔류웅력의 영향올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용접 구초 

물의 수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올 할 수 있다. 셋째 잔류 웅력의 이론척인 결 

정올 위헤 가장 일반척으로 사용되는 유한 요소법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속에서 잔류웅력을 측정하기 위해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 

술현황과 비파괴 기술 및 파괴 기술에 판하여 절명하였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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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l，버ng is widely used for the joinings of structural components in 

nowadays nuc1ear power plants and the various methods of welding are 

being develolX최. When the various joining parts of reactor sσuctures， 

pressure vessel and piping are desinged and manufactured, the analysis of 

welded structures is necessary. 

Residual stresses are always introduced in ma따ials dt퍼ng ei야ler the 

manufacturing pr，α;ess such as machi피ng， thermal processes, meta1lurgical 

transformations or the s많vice behaviors such as nonunüorm plastic 

deformation. The magnitude and dis떠bution of residual stresses play a 

fundamen ta1 role in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welded structures. The 

study of residual stresses has made consid얹-able pr<쟁resses in the last 30 

years. At the same time theoretical studies on the formation of residual 

stresses have progres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l해istic models of 

ma따ial behaviour and with access to ever more pow앙뼈 programs and 

computers for numerical calculat:ions. 

This report desαibed the current states of the art regarding the problem 

of residual stresses for weldE최 sσuctures of LMR PIants. The contents were 

composed of four different parts. In the frrst part the structures of principal 

components of Supc:표phenix and the kinds of welds ut:ilized in the plants 

W앙'e investigated. In the second part the effects of residual stresses were 

described on the main phenomina such as britt1e fracture, fat:igue fracture, 

buck파19， stress corrosion α견뼈ng. This phenomin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ife of welded structures. In the third part the contents of the 

most commonly 파ed finite element methods for the theoretical determinat:ion 

of residual stresses were arranged.. Fina1ly the invest따ation of th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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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e-of-the-Art κ~hniques to measure resídual stresses ín metals was 

carried out. In addition, nondestructive techniques and destructive techniques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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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원자력 플랜트에서 구조물의 접합시에 용접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용 

접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원자로 구조물의 여러 접합 부분과 압력 용기 몇 

배판 풍의 셜계 및 제작시에 용접 구조물의 해석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용접은 

구조물에 있어서 몰리적이고 채질적인 불연속성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모재와 용접부 사이의 물성치의 차이로써 나타나며 용접부는 순수 모재에 비하 

여 많은 결함을 발생시킨다. 용접구조물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열(σ'3ck)이 발생하여 전파하면 저지(arrest) 하 

기가 어려우며 용첩 과정중에 발생하는 기공， 균열， 슬래그 침엽(slag inclusion) 

풍의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로 사용 재료에 대해 민감성을 나타내며 용접 

후 시험하는 비파괴 검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고강도 강의 경우에는 작은 결 

함에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며 쉽게 파괴될 수 있다. 셋째 용접부에 발생하는 

잔류웅력과 변형의 문제이다. 용접부 가까이에 존재하는 고인장 잔류웅력은 구 

조물 내에서 균열을 발생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용접 구 

조물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야 환다. 타당한 셜계， 적당환 재료의 선택， 충분환 장벼 및 적절한 용접 절차， 

엄격한 품질 보증이 정확허 수행되어야 한다. 

Fig 1은 용접구조물의 철계 및 채작시애 잔류웅력 및 변형의 영향에 대환 

평가방법을 나타내며 이러한 고려에 의해 건전한 용접 구조물을 유지할 수 있 

다. 용접부 가까이에 폰재하는 고언장 잔류웅력은 취성파괴， 피로， 웅력 부식 균 

열(stress corrosion crac바19)을 증가시 킬 수 있다. 그라고 압축 잔류웅력 몇 내 

부 변형은 좌굴 강도(buckling strength)를 감소시킨다. 또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잔류웅력의 영향의 정도가 그 크기 뿐만 아니라 사용재료의 취성 

(brittleness)에도 관련이 었다는 사실이다. 재료가 취성을 가질 때 잔류웅력은 

용접부의 파괴강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었다. 질질적으로 용접 구조물의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용접 평판 두쩨， 접합 설계， 용접 조건， 용접 절차 동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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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 잔류용력 및 변형의 영향을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제작의 단계 보다는 껄계의 초기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용접부의 껄계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필수척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다. 과도 열용력과 잔류웅력 및 변형에 대한 혜석이 수행되고 

주어진 용접 구조물의 환정 하에셔 위의 혜석에 대한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용접부의 잔류 용력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용접 조직의 거시적인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척인 방법의 개발과 더불어 

1970년대에도 지속척으로 연구되었다. 그와 동시에 잔류용력 형성에 대한 이론 

적인 연구가 재료의 거동에 대한 실질척인 모탤을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수치해석의 방법을 이용환 컴퓨터 혜석에도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본 보고셔의 목척은 액체 금속로 용접 구조물의 구조를 살펴보고 잔류웅력 

의 문제와 판련훤 구조물의 해석 방법 및 영향 평가의 내용올 기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었으며 첫째는 액체 금속로중 상업용 플 

랜트의 규모를 가진 수퍼 피념스(SUPERPH뻐lX)에 판한 껄비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용접 구조물의 위치 및 형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상 

기의 조사된 용접 구조물의 위치에 대하여 취성파괴， 피로파괴， 좌굴하중， 웅력 

부식 균열과 같은 중요한 현상에 대한 찬류웅력의 영향을 평가하고 설명하였다 

[1]. 셋째 오늘날 금속의 잔류용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애 대하여 

살펴보왔다. 비파괴 측정기술 몇 파괴 측정기술이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각각의 

기술에 대한 웅용분야와 적용예 둥을 기술하였으며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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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 금속로의 용접구조 

액체금속로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철계 필요조건과 용접특성을 가지고 

었다. 시스탬을 구성하는 주요한 구성기기는 원자로 용기， 중간 열 교환기， 증기 

발생기， 소륨 배판 퉁이다. 이러한 구성기기의 용접 특성은 많이 연구되어 왔고 

액체 금속로 셜계의 필요한 사항이다. 액체 금속로의 소륨 압력 경계의 건절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료는 오스테나이트 스탠혜스 강이다. 화학 공정 및 

석유 화학 시스댐에셔 많이 사용되고 있옴에도 불구하고 스탠례스 강의 용접부 

에 대한 고용거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크립와 주기적 

인 하중에 대한 자료가 용접부의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열쇠이다. 

오스테나이트 강과 더불어 페라이트강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채료이다. 특히 

증기 발생기 계통에서 이러한 채료의 이용은 고온의 물에 었어서의 부식에 약 

한 오스테나이트 스탠레스 강의 민감성 때문이다. 쩨라이트 강은 주로 전체척인 

증기 발생기 계통의 과열 증기가 통과 허는 부분에 사용된다. 소륨 시스댐 에서 

의 오스테나이트 강의 이용과 증기 계통의 혜라이트 강의 이용은 두 재료 사이 

의 천이 용접 부분(σansition welding 뻐rt)올 발생시킨다. 이러한 부분은 주로 

증기 발생기의 압구와 출구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러한 용접이 여러해 동안 사 

용되어 왔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의 거동에 대한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천이 용접 부분에 사용되는 용접용은 오스테나이트 강과 페 

라이트 강의 중간 정도의 열팽창 계수를 갖는 재료가 사용된다. 이러한 이종의 

금속간의 접합에 있어서는 페라이트강의 용융션 부근에서 저 연성 화괴 

(Iow-ductility f;머lure)가 얼어 날 수 있다. 

액체 금속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오스테나이트 스탠레스강은 소륨 시 

스댐에 대하여 다른 채료에 비해 몇가지 중요한 장정올 가지고 었다. 고용 설계 

에 대하여 ASME 코드 규정이 확립되어 있고 많은 기계척 물성치 재료가 존재 

하며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쉽게 이용될 수 었다. 또한 강도가 뛰어나고 부식 

에 대한 저항성도 좋다. 그러나 일부 종류의 오스테나이트 강에서는 용접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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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scc 및 기타 영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해 왔다[21 

위에서 토의한 재료들은 액체 금속로의 용접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를 이고 몇가지 특성을 나열해 보았다. 이장에서는 이러한 액체금속로에 용접구 

조에 대하여 현재 가동중인 1200 MW급 액체금속로인 수펴 피녁스를 대상으로 

용접 구조물의 특성 및 주요 형상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2.1. 원자로 블록(reactor block) 

원자로 블록은 원형 콘크리이트 벽체에 의해서 둘러 쌓이고 원자로 건물의 

중심에 위치된 몇개의 강 구조물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블록은 2개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Fig 2 및 Fig 3은 원자로 블록과 원자로 압력용기의 모형도를 나타낸 

다. 

- 상부는 1차 펌프 모터， 조절용 구동장치， 핵연료 취급 시스탬 직동 

부와 중간 열 교환기의 윗쪽이 포함되고 톰(dome)에 의해 둘러 쌓여 있으며 접 

근이 가능환 지역이다. 

- 하부는 주 합력용기(m려nvessel)과 원자로를 포함하는 안전용기(앓fety 

vesseD에 의해 툴러쌓여 었다. 

두개 의 부분은 지 붕슬랩(roof slab), 회 전덮개(rotating plug) 및 노심 덮개 

플러그(core cover plug)를 구성하는 차단구조물에 의해 분려된다. 주 압력용기 

는 직경이 21 m 이고 두께가 25mm인 강 구조물이다. 이것은 4개의 1차 계통 

펌프와 8개의 중간 열교환기의 하부와 노심을 구성하는 1차회로를 포함한다. 그 

리고 이러한 회로의 냉각재 로서는 소륨이 사용된다. 노심 지지 구조물은 주 압 

력용기에 용접 되고 지붕 슬랩에 매달려지지 않은 기기에 의한 하중을 주 압력 

용기에 전달한다. 이러한 기기는 노심， 내부 압력용기(inner vessel), diagrid로써 

소륨을 공급하는 1차 펌프의 출구 배판들이다. 내부 압력용기(inner vesseI)는 2 

중 구조의 벽체로 구성된 강 구조물이다. 이것은 차갑고 뜨거운 소륨 사이의 정 

체구역올 제공하도록 껄계되어 었다. 이러한 하부 구조물에는 2가지 형태의 강 

이 사용되었다. 압력용기의 재료로는 또o OC를 초과하는 온도에 견딜수 있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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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보론이 첨가된 저탄소 17 Cr 12 Ni Mo 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강의 주 

요한 성질은 다음과 같다. 

- 고온 에서의 기계적 성질이 AFNOR z6 CND 18.12{ANSI 316)강과 

동둥한수준이다. 

- 최대 온도의 긴 운전 기간 동안에도 만족스러운 구조적 안전성을 갖는다. 

- 좋은 내부 결정학적 첨식 저항성 (interlαys떠피ne corrosion resistance) 

를갖는다. 

AFNOR z3 CN 18.10{ANSI 잃4 L) 강은 낮은 온도에서 사용되는 노심의 

지지 구조물에 대해 사용된다. 원자로 블록의 하부는 팽판의 형태를 가진 

platework sσucture를 용접하고 용접 된 구조물들의 요소를 조립하여 구성 되어 

진다. 압력용기의 경우 미리 제작된 꽤널(panel)이 툴에 의해 지지되고 용접 변 

형올 방지하기 위하여 클햄프로 맞추어진다. 노섬 지지 구조물의 각요소는 지지 

하는 골격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 구조물 및 4개의 요소는 전체적인 용접 변형 

을 바로 잡으면서 한 개의 블록을 형성 하도록 맞취지고 클햄프 된다. 노심 지 

지 구조물은 주 압력용기의 바닥에 용접되고 주압력 용기는 지붕 슬랩에 용접 

된다. Fig 4는 개념도를 나타낸다. 원자로 불럭에셔 용접된 그 밖의 다른 중요 

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노섬 지지 구조물과 주 압력용기 b따fle에 대한 내부 압력용기의 접합 

- 노심 지지 구조물에 대한 내부 압력용기 앙lennal baffle의 접합 

- 내부 압력용기와 thermal baffle에 대한 열 교환기 S없ndpipe의 첩합 

초기에 계획된 용접기술은 특허 국부척인 용접에 대해 covered electrode 

hand welding이고， flat용접이나 overhead fillet용접에는 ASA W{Automatic 

Submerged Arc Welding)였다. 자동용접의 선태은 제작비 감소와 더좋은 용접 

파라미터의 재 생산성에 의한 용접부의 질적 향상을 예상할 수 었다. 그러나 이 

러한 선택은 시험에 의해 확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자동용접 과정의 비교적 높 

은 에너지 수준에의한 HAZ 부분의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더 완화적인 용접이 채택 되고 용접봉의 움직임 및 직경， pass 

sequence와 같은 용접 상태가 세심한 조사에 의해 감독되었다. 또한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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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기술적언 준버 과청이 채태 되었다. 

- 웅력 집중계수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가장 심하게 하중이 걸리는 

지역에서 용접 심(s않m) 에대한 최소 groove반정의 명셰서 

- 마지막으로 웅력율 받는 지역에서 backing passes가 없는 용접부의 위치 

원자로 블록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는 상부 차단 구조물인떼 이것은 지 

붕 슬랩과 2개의 회전덮개로 구성되었다.F핑 5를 참고하면 이러한 구조물은 탄 

소 망칸 혜라이트 강{A 48 PZ강)으로 만들어 진다. cold αëlC힘ng은 비교적 낮은 

언장 강도를 가진 저탄소강을 사용하여 피할 수 었다. 이러한 채질의 사용은 아 

래와 같은 잇점을 나타낸다. 

- 낮은 용접 에너지에서 선택된 강에 대한 예열 없이도 좋은 용접성 

- 구조물에서 전체적으로 기계적 특성의 균일성 및 HAZ의 낮은 정화성 

- 취성파괴를 피할수 었는 충분혀 낮은 천이용도 

지붕슬랩운 127D의 요소로 제조되었고 큰 회전 덮개는 2개 요소로 구성된다. 

수동 및 자동용접이 각요소 들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고 잔류웅력 및 변형과 

안정된 형태를 제한하기 위해 6O<fc에서 완화된(relieved) 웅력을 가졌다. 지봉 

슬랩의 경우에는 그것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웅력완화 열처리가 되 

지 않았다. 

이종의 금속의 접합의 경우는 Fig 6울 참고하면 주 압력용기의 접합 과정과 

지붕슬랩 central ring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이러환 경우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 

요하다.2개의 원형과 같은 크기의 mock-up이 filler material과 건축방법을 대 

체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특히 2개의 다른 형태의 강올 포함하는 여러종류의 

용접이 이종의 금속용접 에서의 가장 민감한 구역을 제거하기 위해 압력용기 

용접 과정 전에 시험되었다. 

2.2. 연료 저장 드럽(Fuel Storage Drum) 

슈퍼 피닉스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는 연료 저장 드렴이다. 이것은 연료 

의 재장전을 수행 하기 위한 보조설치를 나타낸다. 그 구성 요소는 다옴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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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탱크 

- 지용 슬랩 

- 회전 때rousel 

뭔g7은 연료 저장 드럽의 모형도 이다. 탱크는 2중의 벅체로 구성된 컨태이 

너 이고 이것은 지용 슬랩에 의해 욕대기에서 닫혀져 었다. 재질은 1503강으로 

만들어 졌고 직경은 9.5m 이고 높이는 13m 이다. 내부 탱크는 C많'Ous라이 회전 

활 때 에 피 벗(pivet)으로 작용하는 central support structure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환 탱크는 AlSI 316L S.S 채질의 소륨 냉각 배판과 맞추어져 었다. 지용 

슬랩은 용접 구조물이고 Iffi(DIN 17.155)강으로 만들어 졌으며 heavy concrete 

차빼채로 채워져 있다. 때rousel은 central barre~ di행rid， rota마Ig drive 

sys뼈1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환 뼈뾰I은 rolled sheet me없1 (Iffi강)과 

forg Ïngs( 15Mo 3, DIN 17.155)로 구성되고 버짧rid는 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환 

형 구조로써 lill강으로 만들어 진다. 

2.3. 증기 발생 기 (steam generators) 

슈돼 피녁스는 4개의 중기 발생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환 구성요소의 모형 

도가 Fig 8에 나타나었다. 증기 발생기의 중심부는 SPH강으로 만들어 졌다. 이 

러환 재료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탠레스강 (AFNOR z2 CND 17-12 ; AISI type 

316 L)이다. 이러한 재료의 장점은 AISI 316강과 동풍한 고온 물성치 및 낮은 

탄소 함유량에 기언하는 내부 결정학적 부식에 좋은 저항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요환 결점이 중기 발생기의 용접 동안 발생했다. hot σacking이 용접과정에 

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용융된 금속 부문의 모채에서 얼어났다. 균열은 

in따granular이고 업자 경계면에서 보론의 석출(precipitation) 때문이다. 이러환 

결정을 피하기 위해 초기의 자동 wire-f1.ux용첩이 수동용첩으로 대치되었다. 이 

러한 경우에 용접 에너지는 hot cracking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허 낮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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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튜브는 A1loy 800 grade l(AFNOR z5 NCTA 33-21)의 둥근 바를 

용접해서 만들었다. 각 튜브의 원래 길이는 22m 이고 중기 발생기에서 완성된 

열교환기의 튜브의 길이는 91.5m 이다. 따라서 h메ca1 coiling전에 맞대기 용접 

에의해 튜브를 용접해야 한다. 용접을 위해 자동 TIG용첩이 선택 되었고 용접 

부를 접합 하기위해서는 용접용을 2 pass 에 걸쳐서 용접한다. 물과 중기 다기 

판은 쩨라이트강과 2.25 cr lMo 강으로 만들어 졌다. 그리고 언쿄넬이 용접봉 

으로써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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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부의 잔류응력의 영향 

구조물에서 용접 동안 재료는 과도 열웅력 상태를 야기시키는 복잡한 온도 

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비탄성 포는 모순되는 변형이 용접부 가까이의 구역에 

생성된다. 용접이 묻난뒤에 그러환 변형의 결과로써 잔류웅력이 남게된다. Fig 

9는 용접구조물에서 잔류웅력을 해석하는 방법 및 절차를 나타낸다. 첫번째 방 

법은 해석적 접근을 통해 용접동안 일어나는 것을 모텔링 하는 것으로써 4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단계1. 얼 흐름의 해석 

단계2. 과도 열 웅력의 해석 

단계3. 모순되는 변형의 결정 

단계4. 잔류웅력의 해석 

잔류웅력을 해석할 때 단계3은 가장 중요하다. 과도 열웅력이 완전혀 탄성척 

이고 모순되는 변형이 형성 되지 않는다면 잔류웅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성변 

형， 고체화(solidification)에 의한 변형， 상변태 둥과 같은 모순되는 변형의 분포 

가 결정 되면 잔류웅력은 모순되는 변형을 포함하는 탄성문제로 다룰 수 있다. 

해석적인 접근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나 복잡한 용접 구조물에서 

잔류웅력을 정확히 예측 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복참한 소성해석을 피하고 직접척으로 실험에 의해서 모순 

되는 변형의 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첫번째 방법에 비해서 복잡한 용접 

구조물의 해석에 척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순된 변형의 분포를 정확혀 평가할 

수 있는 확실환 방법이 없다. 

세번째 방법은 위의 두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것으로써 실험척 방법에 의한 

변형의 분포에 대한 명가를 해석적인 접근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용접 구조물에서 전체척인 변형에 영향올 미치는 많은 요소틀이 었다[41 이러 

한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요소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 

태 및 명판두께， 접합 형태를 나타낸다. 재료적 요소는 모재 및 용착금속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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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나 상태를 말하며 제작적 요소는 용접방법， 용접전류， 전합， 속도， 예혈 및 용 

접부 구속조건올 나타낸다. 

3.1 용첩부의 잔류웅력 

액체 금속로 플랜트와 판련한 잔류웅력을 시험한 논문은 아주 드몰고 대부 

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잔류웅력 대한 고찰을 위해 설험 

되어진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연료 저장 드럽의 재료인 15D3 강으로 만들어진 2개의 평판 사이의 

용접에 의해 발생한 잔류용력올 X-ray 측정방법에 의해 조사한다. 설험한 평판 

의 크기는 400 x 450 x 60mm이고 용접은 긴쪽면에 명행하게 수행되었다. Fig 10에 

서 보면 2개의 종류의 시편이 고려 되었으며 시험시편 P15는 비대청 용접의 경 

우로써 용첩된 명판의 변형을 포함한다. 시험시편 P102는 대청용첩올 나타낸다. 

Fig 11은 잔류웅력 측정을 위한 용접된 명판의 형상을 나타내며 각 잔류응 

력의 측정 위치가 표시되었다. Fig 12는 x축올 따른 잔류웅력의 길이방향과 형 

방향 값의 붐포를 나타낸다. 측정은 시편의 상부에 대하여 시험된 것이다. 그림 

에서 보면 최대 인장웅력은 융융점 가까이에 위치되고 그 값이 항복웅력에 아 

주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시편의 상단보다 다소 낮은 위치에서 측정된 잔류웅력 

도 Fig 1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최대 인장 웅력은 용 

접부 중심선 가까이에 위치하여 그 크기는 시편 상단에서 측정한 잔류웅력 값 

에 비해 다소 낮다. 잔류웅력은 섬(똥am)과 HAZ에서 양의 값이고 용접부 중심 

선에서 약40mm의 거리에서 부터 부의값(합축응력)을 갖는다. Fig 14에서 보면 

시험시편 P102의 시험결과가 나타나었다. 시편상단 및 상단아래 lOmm지점에 

서 웅력분포가 측정되었다. 용접된 구역은 인장 잔류웅력 하에 놓이게 된다. 특 

히 최대 인장웅력의 값은 용융된 구역의 경계션 가까이에 위치된다. 길이 방향 

은 잔류웅력이 200 MPa를 초과하는 반면에 횡방향웅력은 150 Mpa를 나타낸다. 

시편상단의 1야nm 아래에서 측청한 길이 방향 잔류웅력은 100 Mpa보다 작았고 

횡방향 잔류웅력은 50Mpa 정도였다. 설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접한 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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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장 잔류용력이 항복용력의 값까지 도달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되. 

액체 금속로의 용접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전형적언 문제는 이종 

금속의 접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저 합금 때라이트 강 이나 다른 합금과 오 

스테나이트 스탠레스 강의 용접에서 볼수 있으며 원자로 블럭과 증기 발쟁기 

계통에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용접부는 구조물상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설 

계수명 이전에 접합에 대한 파손이 발쟁활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의 주요한 원 

언은 다음과 같다. 

- 얼팽창 계수의 차이 때문에 용접 금속 경계면 애서의 주기척인 열웅력 

- 증기발생기 튜브의 다른 표변에서 부터의 산화물 노치의 전파와 경계 

변 에서의 강의 산화 

- 혜라이트 강에서 오스테나이트 용접부로의 탄소의 이동은 용접부 경계면에 

서 가까운 탄소 고갈 지역에서 페라이트 강의 가속화된 크립를 야기시킴 

- 용접부의 용융선으로 부터 먼 지역에서 MZM 탄화물의 분리와 M23O; 업자 

가 용융선에 가까운 오스테나이트 업자 경계면을 따라 챔투함에 의한 미소 조 

직적인 불안전성 

위의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은 니캘 합금의 사용이다. 이러한 재료는 페라이 

트 합금과 오스테나이트 합금 사이의 열팽창 계수를 갖고있다. 이러한 특성은 

용접부의 주기적언 얼용력의 감소와 단계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웅력해석의 결 

과는 Alloy 앓0이 천이 재료로써 사용훨 때 접합구역의 원환웅력이 '51%정도 

감소함올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여러 연구가 행해졌다. 대표적인 경우 

가 Bhaduri 에 의해서 수행된 것으로써 액체 금속로의 증기 발생기 회로에 대 

한 천이 접합부(transition j뼈t)를 개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A110y 800 

을 사용하여 3개 종류의 금속 접합부를 조사했다.F않 15에서 보변 인코넬 182 

가 2.잉Cr-1Mo 강과 Alloy 800의 용접봉으로 사용되었으며 Alloy 800파 오스테 

나이트 스렌레스 강의 연결을 위해 16Cr-8Ni-2Mo 를 포함하는 오오스테나이트 

계열의 용접봉이 사~용되었다. 

Bhaduri 는 Inconel 182와 16-8-2 용접 봉의 hot cracking의 민감도 및 

Alloy800파 스테인레스 304 사이의 맞대기 용접부의 기계척 물성치에 대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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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했다. 그리고 Alloy 800과 2.껑Cr-1Mo 강 사이의 맞대 기 용접부의 기계적 물 

성치와 미소 조직적인 PWHT(Post Weld Heat Treabnent)의 영향에 대해 조사 

했다. Alloy 800과 스태얀레스 304 강 사이의 접합에 대한 주요한 결론은 아래 

와 같다[61 

- Fig 16을 참고하면 용접부와 Alloy 없m 사이의 경계면의 좌우를 살펴 

보면 Inconel 182의 용접봉을 가진 접 합부가 16-8-2 용접봉의 접합부보다 더낮 

은 경화성을 나타낸다.F핑 17을 참고하면 Inconel 1827t 6230 k 이상의 온도에 

서 더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가지며 쨌-693
0 k 사이에서 더높은 연성을 

갖는다. 

Alloy 800과 2.25Cr-1Mo강 사이의 접합에서는 다옴과 같은 결론이 얻어졌다. 

- Fig 18에서 보면 PWHT는 Inconel 1821페라이트 강의 용융 청계면과 

페라이트 강의 HAZ에서 경화도(뼈벼ness)의 구배를 감소시킨다. Fig 19에 의하 

면 1023 0 K 에서 PWHT의 경우 모재의 경화도가 감소하는 반면에 9730

k의 

PWHT의 경우는 접합부를 기준으로 완만한 경화도 구배를 갖는다. 

- Fig 없을 참고하면 PWHT의 온도의 증가는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의 감소를 가져온다. 반대로 용접부 연성은 P짜IT온도와 시편 시험온도에 의 

해 영향올 받는다. 

- PWHT의 온도의 중가는 페라이트강/용접부 경계면에서 석출(Precipitation) 

의 증가를 야기시킨다. 

이런 현상은 파손된 접합부에서 판활되는 거친 탄화 석출물의 선올 나타낸 

다. 따라서 PWHT의 온도 감소는 이러환 형태의 접합에서 기계척 물성값과 재 

료의 미소 초직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또한 용접부의 평면웅 

력 의 fracture toughness에 관한 좋은 영향올 미친다. 

3.2 좌굴하중에 대한 변형과 잔류웅력의 영향 

좌굴 또는 비안전성에 의한 파괴는 압축하중 굽힘하중 또는 버틀립 하중이 

작용하는 앓은 I명판이나 긴 바(bar)에 의해 구성되는 금속 구조물에서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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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압축 잔류웅력과 초기의 뒤틀립운 좌굴 강도를 감소시킨다. 많은 연구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 수행되어 왔으나 화굴강도의 해석은 복참할뽑 아니라. 용접 

구조물에서 화굴하중에 대한 뒤툴립과 잔류웅력의 명향의 고려는 매우 광범위 

한 수학척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 장에서는 간단한 해석척 접근에 의해 실험 

결과와 혜석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합축하중 하의 용접된 강 구조물 기둥(columns) 

직선기둥의 좌굴강도에 판한 잔류웅력의 영향은 좌굴강도의 감소로 나타낸 

다. 만일 기둥이 초기의 튀틀립 변형을 가지고 있다면 좌굴강도는 더 감소한다.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초기변형이 없는 용접된 직선기둥의 화굴강도에 대해 살 

펴 보기로 한다. Fig 21에서 보면 압축 잔류용력은 용접부로부터 먼 구역의 모 

재에서 발생한다. Fig 22는 압축하중하의 용접된 I형 기둥의 용력 변형율 선도 

를 나타낸다. 해석을 간단허 하기위해 잔류용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탄소 

성 거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다[7]. 선O뼈C는 잔류웅력이 없을 때 기동의 웅력 

변형율의 판계를 나타낸다. 잔류웅력 하에 있을때 션 O123C의 곡선을 따라 변 

한다. 이러한 거동은 F핑 23 에서 설명된다. Fig 23(a)는 플랜지 평판의 잔류웅 

력의 붐포를 나타낸다. 만일 일정한 변형 E 가 작용된다면 전체적인 변형은 Fig 

23(b)와 같올 것이다. 이때 만알 바깔 가장자리의 구역에서 변형이 탄성한도를 

초과하면 소성변형이 나타나고 웅력 분포는 Fig 23(C)와 같이 된다. 이러한 변 

화는 Fig 22의 case 1에 해당한다. 소성변형이 얼어나는 부분은 검게 표시된 부 

분으로써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검운 영역이 case 2와 case 3에서와 같이 증가 

하여 전체적 단변에서 소성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예는 구성된 기둥에 

폰재하는 잔류웅력이 비례한도를 감소 시킨다는 것을 설명한다. 완전 탄소성으 

로 가정된 기둥의 해석 에서도 잔류웅력을 갖는 기둥은 작용하중이 (J p를 초과 

할때 비선형 거둥을 보여준다. 

(J p = (J y -(J rc (1) 

(J y 항복웅력 

-23-



、

0π : 최대 압축 잔류웅력 

Fig24는 용력벼 (J CrI (J y와 세장비 (slendemess ratio) .e /r 사이의 판계를 보여주 

는 좌굴강도에 대한 그렴이다. 

(J cr 한계웅력 

e : 기둥의 길이 

r : 기둥단변의 관성반경 

선AB는 용접된 기둥의 좌굴강도를 나타내고 션CDE는 용력이 제거되거나 

플랜지 기둥의 바깔 가장자리에서 언장 잔류웅력올 갖는 시편의 거동을 나타낸 

다. 용접된 시편은 다른 종류의 시편보다 약30%정도 낮은 한계 좌굴강도를 나 

타낸다. 

2. 압축하중하의 용접된 강 구조물 평판 

Yos피ki는 중심선을 따라 용접된 단순지지된 사각평판의 탄성 좌굴을 연구 

했다. 평판의 탄성좌굴의 평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임계하중에 대한 특성 방정식 

이 개발되어 졌다. 

효파월lð 

-ι-
κ펴(흥)‘(1 +훨)‘+ 강 했 {융+f+싫E꿇(1+때2ll응)}+ 

+짧(웅)2.{융+용+넓a훨(l+cos쩍)} (2) 

정사각형의 4개의 시편이 사용 되었으며 2개는 중 심선을 따라 용접한 것이 

고 2개는 용접하지 않은 시편이다. 압축시험에 의한 시험결과에서 2개의 용접된 

평판은 잃500 랩에서 화굴되었고 다른 두 개의 평판운 영500kg에서 좌굴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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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력 부식 균열과 취화에 있어서 잔류웅력의 역할 

용접 구조물은 다양한 환정에서 취화를 발생 시키는 여러 원언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용접 구조물의 취화를 얼으키는 원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분 

류 할 수 었다. 

- 웅력 부식 균열 : 부식적인 환경 하에서 청적하중올 받는 재료에서 발생 

- 충성자 조사 취화 : 충성자 조사의 상태 하에서 발생하는 취화 

- 수소 취화 : 수소를 포함하는 재료에서 발생 

- 액체 금속취화 : 액체 소륨하에 노출되어 있올 때 취화되는 재료에서 발생 

1. 웅력 부식 균열 

용력 부식 균열 이란 말은 부식 환경과 일정한 인장웅력 상태에 있는 금속 

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전파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이러한 웅력부식 메카니즘 

(mech하úsm)은 2가지 형태로 분류필 수 있는데 strain generated active path와 

pre-e입S파19 active path이다. Fig 똥은 strain generat어 active path의 메카니 

즘을 셜명하는 그림이다. 슬립 (slip)과정이 보호 산화막의 파손을 발생시키고 아 

주 미소한 국부척인 분리가 발생하여 이것의 전파에 의해 균열이 발생한다. 

pre-e입s파19 active pa상1 메카니즘은 재료의 마소구조와 구성성분이 입자 경계 

면올 따라 pathway를 형성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굉장허 작은 웅력 상태하 

에서도 bulk material 보다 부식의 저항성이 약한 active path를 따라서 균열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는 아주 낮은 웅력하 에서도 오스테나이트 스탠레스 강에 

서 발생하는 균열이다. 이러한 현상은 용접 또는 P때T 동안 민감하게 증가한 

다. 용접부 용융 풀(pool) 가까이의 금속이 약 700't에서 4OO't로 냉각될 때 고 

용체 상태의 탄소가 업자 정계변에서 크롭 탄화물의 형태로 석출된다. 그 결과 

업자 경계 근처는 크롬의 부분적인 고갈상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구역이 

웅력 부식 균열 발생시의 intergranular active pathway이다. 이러한 민감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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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개선책은 아래와 같은 것이 었다[81. 

- 민감한 재료를 ann잃l하는 국부척인 열처리 와 배관 내부에서 압축 찬류웅 

력올제거 

- 낮은 탄소를 포함한 재료사용 

- S.S 321과 S.S 347같은 재료의 사용 

2. 충성자조사 취화 

원자로 주변의 원자력 구조물 에서의 대표적인 특정은 중성자 조사에 의한 

취화이다. 채료의 미소구조에 대한 충성자의 영향올 원자핵의 운동 에너져의 전 

달로부터 발생한다. 금속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조사에 의해 중가된다. 특허 

항복강도의 증가는 인장강도의 증가보다 더 크다. 그리고 동시에 소성변형의 감 

소를 가져온다. Fig 26은 위의 현상올 잘설명한다. Fig 27에서보면 낮은용도와 

높은온도 에서 swe.파ng은 매우작고 않ot:정도에셔 최대가 된다. 

3. 다른 종류의 취화 

가. 수소 취화 

용접 및 다른부식에 의해셔 생성되는 수소는 강에 홉수되고 기계척언 물성 

치에 영향올 끼친다. 잔류용력이나 작용 되고었는 변형율이 이러환 경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수소취화는 상용에서 최대값에 도달하고 1000C 이상에서는 중요 

하지 않다. 많은 종류의 수소가 유입된 파손이 조사되었다. 대표적언 2가지 현 

상은 페라이트 강의 blistering과 고강도 합금의 격자 분리이다.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셔 가장 일반적인 수소취화에 의한 파손은 보울트 재료와 같은 고강도 

강에서 발생한다. 경화도와 항복강도가 수소취화에 의한 파손의 영향을 고려하 

는 요소이다. 원자력 산업에서 대표적인 예는 Zr합금의 수소화와 시간의 경과에 

의한 파손의 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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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액체금속 취화 

액체 금속에 의한 부식은 5OO'C 이상의 온도에서 용융 소륨에 접촉해었는 

액체 금속로에 사용되는 스탠레스강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 

은 소륨 용액 상태 하에서 탄소가 때라이트강을 벗어나 오스테나이트강으로 이 

동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두가지 강의 기계척 성질이 저하된다. 액체 금속부식 

의 가장 얼반적언 형태는 용융 소륨 계(sysæm)때서 두지역 간에 발생하는 온 

도구배의 결과로써 발생한다. 탄소가 계의 뜨거운 지역의 강에서 분해되어 용해 

도가 적은 차가훈 지역으로 첨탄되어 진다. 명빽하게 탄소이동의 비율은 두지역 

간의 온도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재료의 바깔충에서 주로 얼어나는 이러한 탄 

소의 분라는 강에 있어셔 파손강도를 감소 시키는 중요한 요언이 될 수 있다. 

3.4 용접구조물의 취성파괴 (britt1e fracture) 

용접 구조물의 취성파괴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균열의 크기가 주어진 웅력과 물성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계크기를 초과 

한다면 주어진 웅력 하에서 성장한다. 

- 임계 균열의 길이는 항복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나 실제의 구조물에서는 파손이 임계크기 보다 적은 결함에서부터 발생 

한다. 다양한 기계적이고 금속적인 요소가 아래의 세가지 형태때 의해 취성파괴 

의 개시에 영향을 미친다. 

- 부가적인 에너지의 공급 

- 재료의 국부적인 취화를 발생 

- scc와 다른 메카니즘을 발생 

취성파괴 에대한 Kihara의 실험을 살펴 보기로 한다. Fig 28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용접된 탄소강 재질의 시편올 사용했다. Fig 29은 실험에 의해 얻은 일 

반적인 경향과 파손강도에 판한 잔류웅력 및 노치의 영향올 나타낸다. 선PO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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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가 없는 경우의 시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로써 재료의 극한 강도에서 파 

손이 발생합올 알 수 있다. 노치가 존재하여 찬류용력이 없는 시편에서는 곡선 

PQST를따라 파손이 발생한다. 시혐온도가 파손천이 온도(돼를 초과할 때 연성 

파괴가 높은 웅력 상태에서 일어난다. 온도가 Tf 이하이면 취성파괴가 일어나고 

파괴웅력은 항복용력까지 감소한다. 노치가 높은 잔류용력 하에 있는 구역에 위 

치하면 파손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9]. 

- T > Tf : 파괴 용력은 잔류웅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선 PQ와 같 

이 극한강도가된다. 

- Tf > T > Ta<Crack arrest temlX표ature) : 낮은 웅력 상태에서 균열이 시 

작되나곧 멈춘다. 

-Ta>T: 웅력의 크기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중 한가지 상태가 발생 

a) 웅력이 곡선wv의 임계웅력 이하이면 균열은 짧은 길이의 전파후에 

멈추게 된다. 

b) 웅력이 곡선wv보다 더크면 파손이 발생한다. 

이론적인 판점에서 실험결과에 대해 고찰하면 다옴과같은 방법이 적용필 수 

있다.F따 30은 용접물의 낮은 웅력하에서 파괴되는 취성파괴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잔류웅력이 었거나 없는 두 개의 시편에 대한 에너지 방출 비율 

(G)과 균열길이( R, =2c)사이의 판계가 표시되었다. 찬류웅력이 없는 큰평판에서 

균열이 존재할때 e 과 G사의 관계는 다옴과 같다. 

G = I! (1 2 ! = E (1- 2 (3) 

에너지 방출버는 Fig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OAl과 선OA2에 의해 표시 

되는 균열길이와 비례하여 중가한다. 웅력이 중가함에 따라 G는 (1 2에 벼례하여 

빨리 증가한다.G의 임계값이 Gc 얼 때 임계길이는 작용웅력 0' 1과 (1 2 하에서 

R, Cl과 R, C2가 된다. 위의 방정식 으로부터 균열이 높은 언장 잔류용력을 포합 

하는 구역에 었다면 G값은 매우 클 것이다. 선 ORoBl , ORIBl과 OR생2는 (1= 

(1 1 과 0'=0' 2 및 잔류웅력 하에서 G- R，의 판계를 나타낸다'. G가 Gc값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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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균열은 In보다 더길고 Icl보다는 훨씬 작다. 이러한 사실은 임계크기보다 

훨씬작은 균열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갑작스런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셜명한다. 균열은 단지 잔류용력의 혼재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런 정우에는 곡선 RoBo 에서처럼 에너지 방출비가 활리 감소하여 균열이 멈출 

것이다. 퍼뼈ra에 의해 행해진 용접 구조물에서 낮은 웅력하 에서의 파괴 현상 

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서도 계속 실험되었다. 취성파괴에서 기계 

척 웅력이나 열용력을 감소 시켰올때의 영향이 조사되었다. 힘h없a는 용첩부의 

잔류웅력을 감소하고 제거 하기위해 2가지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첫째가 기계적 

하중 척용방법과 두 번째가 열웅력 제거 방법이다. 외력이 용첩부에 가해질 때 

잔류웅력운 소형변형올 일으키며 재분포 된다. 그리고 하중이 제거될 때 창류용 

력운 감소된다. F땅 31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젤명한다. 열웅력 제거방법은 

시편을 알정한 온도로 열처리 함으로써 파괴웅력을 증가시킨다. 위의 두가지 방 

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접 구조물의 파괴웅력은 잔류웅력을 제거합으로써 증 

가되는 것을 알수 있다. 

용접 구조물의 취성파괴의 또 하나의 중요한점은 노치길이와 위치의 영향이 

다. 파괴역학 이론에 따르면 잔류웅력이 없는 노치펑판의 피괴강도는 균열길이 

가 중가함에따라 감소되야 한다. 그러나 용접 구조물에서 균열길이의 영향은 잔 

류웅력분포와 모재의 다른 기계적인 성질 및 금속적특성， HAZ, 용첩금속 동의 

많은 언자와 판련된다. Fig 32은 파괴웅력에서 균열길이의 영향올 나타낸다. 파 

괴웅력은 균열길이가 36 mm일 때 최소값에 도랄하는 것이 주목될 수 었다. 이 

러한 특별환 경우에 잔류용력 및 국부적인 재료취화의 영향이 매우크다. 따라서 

용접부의 균열길이와 균열탑 (tip) 위치가 취성파괴 시작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을 알 수 었다. 

마지막으로 힘hara는 맞대기 용접 동안 열소성 변형에 의해 발생한 각 변형 

의 영향을 고려 하였다. Fig 33은 횡방향으로 용접된 노치가 존재하는 펑판의 

실험결과를 나타낸다.3개의 종류의 시편이 서로 다른 노치의 깊이에 대하여 시 

험되었다. 노치 깊이가 중가함에 따라 파괴웅력은 낮아지고 천이온도가 더높은 

쪽으로 이동된다. Fig 34는 각 변형이 존재하는 시편에 대해 얻어진 실험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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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핑 33과 F땅 34를 비교함에 의해서 변형된 시편의 노치깊이가 각변형이 없 

는 시편 보다 척올지라도 파괴웅력은 훨씬 척어지는 것이 주목될수 었는 사실 

이다. Fig 34는 취성 파괴시의 용접 열원의 강도에 의한 영향을 나타낸다. 열유 

업량의 중가시에 파괴웅력은 낮아지고 천이온도가 높은쪽으로 이동합을 나타낸 

다. 

3.5 용접부의 피로파괴 

용접 구조물의 피로강도에 잔류웅력이 어떻게 영향올 끼치는가 하는 문제 

는 지난 수십년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옴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현재도 계속 이 주제에 판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었는 상황이다. 대 

개 용접 구조물의 파괴의 원언이 다른 방법으로 젤명되지 않을때 잔류용력 때 

문이라고 주장되기 쉽다. 그러나 용접 구조물이 비교적 반복 하중하에 었을때 

부분적인 소성변형에 의해 잔류웅력의 영향은 제거할 수 있으므로 피로파괴에 

는 영향올 끼치지 않을수도 있다. 용접 구조물의 피로강도에 판한 잔류웅력의 

영향에 대한 해석은 아래의 두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 반복하중의 적용에 의한 잔류 웅력변화 

- 반복하중 하에서 균열이 성장하기 때문에 균열 변화에 의한 용력분포 

재료가 반복하충을 받을 때 파괴는 어떤 사이클 후에 발생한다. 척용하중이 

낮올수록 피로수명은 중가한다. 공학적인 구조물에 있어서 피로파괴는 크게 다 

음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High cycle. low-stress fatigue 

- Low cyc1e, high-stress fatigue 

low cycle fa다gue는 반복하중의 사이를수가 1d'회 보다 작을때를 말하고 

그 이상이 되면 high cycle fatigue로 분류한다. low cyc1e fatigue는 선채 에 빈 

번허 발생하는 균열이나 원자력판련 구조물 및 구조물이 비교적 큰 반복하중올 

받을 때 발생한다. 이에 비해 high cycle fatigue는 프로펠러， 회전기기， 일정한 

진동을 가지는 지역둥에서 주로 고려 된다[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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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igh cy이.e fa뼈ue 

구초물이 비gh cycle fa뼈ue상태 하에 놓인다면 피로파괴를 피하기위해 철 

계웅력올 제한할 수 있다. 특허 용접 구조물에서는 피로강도가 용접 되지않은 

구초물에 비해 훨씬낮기 때문에 철계시 세심한 주의가 펼요하다.F핑 35는 고인 

장 구조용 C-Mn 강을 시험한 결과이다. 노치가 없고 용첩되지 않은 시편의 내 

구한도(endurance linit)가 0.5 UTS(UI피nate Teusile Strength)값에 도랄하기 

때문에 피로파괴는 낮은 웅력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옴올 알 수 있다. 반면에 용 

첩된 시편은 3ON/1빼 이하의 웅력법위 에서도 피로에 의해 파괴훨 수 있다. 용 

접된 구조물과 용첩되지 않은 구조물과의 비교에 있어서 위에서 기술한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용접부의 중요한 특정들이 었으며 이철 에서 정리해 보기로한 

다. 

첫째 용접구조물의 피로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국부적인 웅 

력집중이다. 이것은 균열， 노치， 필렛(fùlet)， 표면결합 둥을 포함하는 용접부의 

불연속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불연속성의 크기와 형태는 환지점에 얼마만큼의 

웅력이 집중 되는가를 결정한다. 둘책는 잔류웅력에 의한 영향이다. Fig 36(a)은 

용접후의 시편에 나타나는 웅력분포를 나타낸다. 면적A는 면적 Bl+1h와 같은 

크기이며 용접부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룬다. Fig 36(b)는 용첩부의 횡방향에 존 

재하는 잔류 웅력분포를 나타낸다. 용접시편에 인장웅력 Smax가 용접부에 평 

행한 방향으로 가해질 때 시편은 이미 Sys 의 항복 찬류웅력에 도랄해있는 상태 

이다. 따라서 국부척인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용접부의 웅력은 Sys 상태로 머물 

게 된다. 반면에 주변의 웅력은 가혜진 하중에 의환 영향올 받는다. 이러한 변 

화는 Fig 37(a)의 점선으로 나타내어 진다. 만일 적용하중이 제거되면 잔류웅력 

분포는 용접부에서 Sys-Smax로 변화한다. 즉 외부에서 개해지는 피로하중이 0 

에서 Smax 의 범위를 가지면서 변화한다면 용접부 에서의 실제웅력은 SYS에 

서 Sys-Smax의 사이클올 가지게 된다. 반면에 압축웅력 -Smax가 가혜진다면 

용접부에서는 소성변형이 발생 하지않고 웅력은 Sys-Smax로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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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b)는 압축웅력이 가해질때의 용접부의 웅력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면 0에서 -Smax의 압축 피로하중이 반복해서 작용하면 용접부의 실제웅력은 

Sys-Smax에서 Sys의 사이클을 가진다. 따라서 시편의 용접부가 가혜지는 피로 

하중의 척용웅력의 범위가 같으면 용접부에서의 나타나는 설채용력상태는 인장 

및 압축 피로하중에 대해서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옴의 

두가지 내용이 유추될 수 있다. 

- 용접부의 피로파괴는 압축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활 수 었다. 

- 용접부의 피로강도는 작용하는 웅력비에 상관없고 작용하는 웅력 범위에 의 

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용접부의 피로설계는 웅력범위에 근거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2. Low Cyc1e Fatigue 

많은 금속에 하중이 가해지고 없어지는 동안 소성변형을 포함하는 low 

cyc1e fatigue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한 상태 하에서 실제웅력은 탄성 이론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없다. low cyc1e fa때ue의 해석은 따라서 웅력보다는 변형 

의 관첨에서 적용되는 것이 쉽다. 

Fig 38은 펴로하중 하에 놓인 웅력 변형율 관계를 나타낸다.F따 38(a)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웅력 및 변형의 범위가 탄성영역 내에 있옴올 알 수 었다. Fig 

38(b)는 소성영역을 포함한 변화를 나타내며 각 사이클동안 BCDEB의 허스테 

리시스 루프(hysteresis 1∞p)를 형성한다. 이러환 경우가 Low Cyc1e Fatigue에 

해당하며 총변형 Et는 소성변형과 탄성변형의 합언 Ep+Ee로 표시될 수 있다. 

즉 low cycle fa뼈ue의 경우에는 소성변행올 측정하여 피로파괴를 예측할 수 

있으며 피로하중에 대한 소성이론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에는 이방 

법이 제얼 적합한 상황이다. Fig 39는 노치가없는 시편에 대해서 실험된 low 

cycle fatigue에 대환 결과이다. 항복강도가 41α배si에서 잃0，α)()psi의 범위에 

었는 고강도 강에 대한 변형융과 피로파괴 사이클수의 비교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항복강도에 무판하게 시험된 강의 거동이 비슷합올 알 수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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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는 시험된 재료의 채질에 무판하게 비슷한 거동올 나타냄올 표시한다. 이 

러한 사실은 Low Cyc1e Fa뺑ue시에는 사용되는 채질 및 강도에 무판하고 단 

지 재료의 변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가었다. 

Fig 41은 3가지 고강도 강에 대한 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100에서 1α% 사 

이클 에서는 사용채질에 상판없이 일정한거동올 보이나 1α뼈사이클 이후 부터 

는 HY-230 강의 거동이 현저하게 불일치 함을 볼 수 있다. 세종류의 고강도 

강의 거동은 피로수명이 중가할수록 일치하지 않으며 더높은 강도의 강이 같은 

변형조건에서 수명이 증가함올 알 수 있다. 

3. 피로수명의 평가 

공학적인 판점에서 구조물의 피로수명은 3가지의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그 단계적 절차는 균열의 개시 및 성장이고 거시적인 균열의 전파를 거쳐서 파 

괴가 얼어난다. 원자력 용접 구조물의 피로파괴 해석시에는 노치부분의 웅력 변 

형율 혜석과 Low Cyc1e Fa뼈ue 개념이 피로균열의 개시 기간을 평가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 파괴역학의 개념은 균열 성장비를 계산하고 최종파괴에 대한 

균열의 엄계길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판점에 

서 균열의 개시와 전파에 대한 잔류용력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11]. 균열개 

시를 평가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기기의 특정한 위치에서의 

웅력 및 변형률이 알려진다면， 균열의 개시는 변형이 척절하게 조절된 시험시편 

의 피로수명과 판련 시켜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석방법은 다음의 두가 

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았으며 적절한 해석방법이 척용 되어야 한다. 

- 국부적인 웅력과 변형의평가 

- 실험결과와 알려진 변형수명의 피로거동에 의한 균열 개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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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접부의 유한 요소혜석 

용첩 과정에서 포함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고체역학， 열전달， 재료과학 풍 

의 많은 지식을 펼요로 하는 복참한 문제이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의 중요한 특 

성은 재료의 비 선형성으로 구성되어 진다. 사실상 열 전도윷， 열용량， 탄성계 

수， 용력한도와 포와송 버와 같은 채료 특성은 용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용도는 대기용도로부터 용융용도 까지의 큰 간격으로 변화한다. 게다가 

열천이 기간 동안에는 재료는 고상션(solidus)으로부터 액상션(liquidus)으로 또 

는 그 반대로의 상태변화(state change)를 경험한다. 이러한 상태변화는 재료특 

성과 버체적에 있어서 변화률 생산한다. 이것은 열팽창 계수로써 일반척으로 설 

명되어 진다. 모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도와 용력장에 대한 해석척인 혜를 얻 

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컴퓨터률 이용한 유한요소법의 용용은 지난 20년간 급속허 발전하여 

왔으며 용첩부의 해석에도 척용되어 왔다. 일반척으로 유한 요소법은 천이용도， 

변위， 변형과 웅력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와 용접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혜를 

제공한다. 이것은 재료의 물성치에 대하여 용도에따른 변화가 고려필 수 있고 

용접부의 상태(state) 및 상(phase)변화 같은 특성이 충푼혀 모탤링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처렵 용접 문제의 특성은 많은 물려척인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펼요하다. Fig 42에서 보면 용첩과정 동안 얼어나는 현상에 대해 멸 및 기 

계적인 과정 사이의 판련된 연결(∞up파tg)의 형태(pattem)가 나타나 었다. 모든 

연성형태는 양면성올 나타내고 있다. 

용도이력은 상변화와 미소조칙에 있어셔 변화를 결정한다(연결1). 그러나 상 

변화는 채료의 열척특성의 변화와 참열 때문에 용도 이력에 영향올 미친다(연 

결2). 게다가 용도와 상 변화의 이력은 벼체척과 기계척 특성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용력 계산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연결2와 4). 

그러나 기계척 용력에 의해 행해진 가역척이고 소설되는 일에 기언하는 용도에 

대해 웅력으로 부터 다시 피이드빽(fe어back) 되어진다(연결5). 마지막으로 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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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관한 웅력으로 부터의 영향이 있다. 예를들면 마르탠 사이트의 상변화는 

압축 웅력 하에서 지연 되어 진다(연결 6). 

용접부의 대부분의 열웅력 문제에서 연결 5의 영향은 매우작고 무시되어 질 

수 있다. 용력장은 주로 마르탠 사이트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는 용첩과정 보다 오허려 느련 냉각 비율에 의해서 특성 져워지는 담금질 

과정에 주로 관련되기 때푼이다. 이전의 가정에 의해서 F따 42의 다이어 그햄은 

연결 5와 6을 무시함에 의해서 Fig 43와 같이 단순화 훨 수 았다U21. 

따라서 해석은 온도붐야와 기계척 품야 결정 둥의 2개의 중요한 부품으로 

구분훨 수 있다. 이장에서는 열척모텔과 기계척언 모텔을 각각 폼리하여 기술 

하고자 한다. 재료의 물성치 변화 및 상태와 상 변화가 고려되고 유한 요소법의 

기본척인 지식이 컬명된다. 

4.1. 열척모텔(삼I따nal model) 

1. 기본 방정식 

용접부의 해석시에 열적푼제에 대한 수학적 모텔은 아래의 방정식에 의해 

컬명된다. 

꿇~(썽쫓)+Q = 뽑훈 
초기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진다. 

T( Xj.t= tJ = To(Xj) 

경계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온도상태 

T(X j , t) = T(X j , t) 

- 얼흐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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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ι 격T ... 튼튼 까 
“ aXj ,.‘ g 

nj : component of the outward normal on the surface 

- 대류 경계 상태 

-kj識ηj = h(T- 때 

h : heat convection c않fficient 

Te : environmenta1 따nperature 

- 복사 경계 상태 

-kj識 nj = (J E j{ T - 짧 

o : Stefan-Boltzm하1 C∞:fficient 

é emíssivity 

j : geometric view factor 

2. 유한요소 방정 식 (삶ute element equation) 

(7) 

(8) 

(9) 

전철에서 소개된 혈 명형 방정식의 정확한 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한요소 

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리하다. 이러한 수치해석 방법은 컴퓨터의 발달과 합께 

괄목한 반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철에서는 열적모텔에 대한 유한 요소법의 

방정식에 대혜서 살펴 보기로 한다. 

유한 요소법은 많은 책에서 설명되고 었고 수학적인 접근의 시작전에 약간 

의 기본적언 지식을 기억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한 요소법의 중요한 특성은 다 

음과 같다[13]. 

- 연속체은 유한한 요소의 갯수로 가상의선(2-D문제) 이나 면(3-D문제)로 분리 

된다. 

- 각 요소들은 노드 철점으로 서로 연결 되어 었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노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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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온도는 알려지지 않는 변수이다. 

- 용도장은 노드의 온도와 보칸함수(in않rpola다ng func다on)의 척절한 조합에 의 

해 각 유한 요소 내에서 계산된다. 

이러환 기본적언 개념에 의해서 문제를 수학척으로 접근 하는 것이 가능하 

다. 열적 모텔에 대한 유한 요소 방정식의 척분형 공식의 일반형을 나타내면 다 

음과같다. 

r _ a ,,_ a T 'J" , r _ r. J" r ___ a T JQ<P 꿇;(ki찮)dQ + JQ<P Q dQ = JQ<Ppc 강d!J 

위의 식을 Green’s공식을 사용하여 정려하면 다음과 같다. 

r a , L aT , J r., r _ r. J n. _ r ___ aT L 경호;(ki경호:)dQ + ja￠ Q dQ = Ja￠PC 경F dQ 

(10) 

r ,,_ aT 
L( k i ~~쉐dI Jr ‘ aX j 

(11) 

[ : boundary 

nj : component of the outward nonnal on [ 

경계조건올 사용하여 위의 방정식을 다시쓰면 

r _ a , L a T ,_.r., r r. J" r ___ a T JQ<P 경화(kj찮)때 + JQ<P Q dQ = JQ<Ppc 경FdQ + 

L아h(T - Te) + h.(T - π)]df' + f <p Q df' = 0 (12) 

위의 유한요소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얻어진다. 

πX1 ， X2 ， X3 ， t) = 활 젠t) <Pl{X1 ,X 2 ,X 3) (13) 

!V : number of nodal points 

T j : n며머 temp않ature 

<p j : shape functions of elements 

위의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일반형으로 표시하면 

원
 



[A][ r] + [B][ π = [돼 (14) 

[A] , [B] : M x M metrices 

[뀐 : M vector 

M: t야al num뾰，r of n여es of the structure 

[B] = [Btl + [B2] (5) 

[돼 = [Ftl + [F2] (6) 

이때 

Aki = fa9'k rþj pc dQ. (7) 

1bg = Jr |a -a j-xJ효!... k ‘i Ô Ô ι」x-i dQ (8) 

B짧 = fr (h + h.)싸'j dI (9) 

Flk = fa싸 Q dQ. (20) 

F장 = fr (hTe + h‘ T e - 이 싸 a (21) 

3. 시간 적분 개요(ti.me integration scheme) 

비선형 일반 미분 방정식의 시간 척분은 직접 척분 방식에 의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개념은 어떤 시간 구간에서 구별되는 시간 간격 ðt 에서 

해가 구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explicit method와 빼plicit method 의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 경우에서 시간 t+ðt-에서 열해석 모텔에 대한 방정식의 해는 이전의 

시간구간에 판련된 정보를 사용하여 다옴과 같은 형태로 계산할 수 었다. 

T t+.1t = f( T t , t, T t- .1t, t- L1t, .... ) (22) 

두 번째 경우에서 시간 t+ L::. t에서의 해는 시간 t+ðt 에서의 행렬과 빽터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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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필요로 한다. 

Tt+.4t = f( Tt+.4t. t+L1t. Tt• ι .... ) 
따라서 방정식 (20)운 직접 품 수 없고 반복계산이 필요하다 

T 캡.4t= f( T 살펴). tt+ .4t. T t• t ) 

i : number of iterati.on 

(23) 

(24) 

반복계산은 온도빼터의 현재 평가의 변화가 아주 작아질 때까지 계속 하여야 

한다 

| I T(') - T (i-l) l’ 
IIT씨11 、 ε 

E : convergence tolerance 

(25) 

Explicit method는 반복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시간구간 6.t 가 충분히 작 

아야하고 아래의 상태를 만족시쳐아한다. 

L1t < L1tct (26) 

L1tct : critical time s않P 

4 상태변화 모렐(state change modeI) 

이번 절에서는 고체 상태에서 부터 액체 상태로 변화 하는 동의 상태 변화 

를 묘사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간의 수체 해석 방법이 젤명된다. 상태변화는 용 

접과정올 제외한 몇몇의 물리척언 현상에서 일어나는 움직이는 정계 문제이다. 

사실상 상태변화 영역은 순수 물질의 경계선과 합금에 의한 매우 작은 구역인 

데 고체와 액체 사이의 경계면으로 작용한다. 순수 재료나 합금간의 차이는 상 

태 천이가 동온선(천이 온도 범위 6.Tt = 0) 이고 비 둥온선(6.Tt 추이과정 이 

라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에 의해 문재를 해결 하기 위해 각시간 구간에서 

움직이는 앞의 위치를 계산하고 구분된 2개의 부분 구역에서 방정식(1)을 적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순수 물질의 경우에서 아래의 경계 조건은 상태 천이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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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Ïnterface)에서 만족 되어야 환다. 

T = TJ 

dV 
Q$ ds = 土 pLπ표 (Z7) 

TJ : state ch없1ge temperature 

p : mass density 

L: latent heat per unit mass of the transform어 materi머 

위의 (Z7) 식의 두 번째 방정식은 다옴을 설명한다. 

- 혈운 재료의 부피 변화율에 대하여 비례해서 방출 되고 홉수 되어진다. 

- 혈운 간섭사향으로 부터 열흐름 qS 에의해 균형되어 진다. 

5. 열 물성치 (therma1 pro짧ities) 

용접 과정 동안에는 대기온도로 부터 용융온도 까지의 온도 변화를 경험하 

게된다. 더욱이 냉각과정에서 상 변태 (phase transformation)는 오스테나이트로 

부터 다른 변태초직올 연속적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사실은 혈천이 상태동안 열 

전도율과 열용량의 연속적인 변화를 일으칸다. 이러환 현상은 다음의 함수관계 

로써 표시된다. 

k = k( T(X j , t) , ViXj , 에 ) (28) 

pCp = pCp( πXj ， t) , ViXj • t) ) (29) 

물성치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은 각 상에 대한 실험 데이터로 부터 얻어 질 

수 있다.2상( two phase)혼합의 경우 상당 열전도윷 k뼈x 는 이러한 각 상의 

값사이에 놓언다. 

K 짧‘ = V1k1 十 V2k2 (30) 

---
빼
 
·
없
 

K 1 
V1 V2 -‘-k1 ’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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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계척 모렐 (mecbant않1 modeO 

용접부 웅력은 균일하지 않윤 온도장의 비균질 채료특성， 상변화 동안의 부 

피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수한 강에 있어서 온도와 상 변화의 이력이 웅력 

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기계척 모델의 중요한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재료의 비선형 거동(탄소성 또는 챔 탄소성 거동) 

- 채료의 특성에 대한 강한 온도 의존성 

- 재료의 특성에 대한 장 의존성ψihase d맞lendence) 

- 얼 팽창 및 변태소성(1ransfonnation plasiticity) 

1. 기본 방정식 

일반적인 변형율 탠서(tensor) 의 기본가정은 다옴과 같다. 

Ejj = E ~ + E t + E I + E U + E 원 (32) 

m 

m 

鋼

빼
 빼
 빼
 

敏
敏
m 

삼 : σ&핑 S없in tensor 

E 양 : σansformation plastici양 따lsor 

두께 닮nm-빠nm 정도의 앓윤 명판에서는 크립 변형은 일반적으로 무시 된 

다. 따라서(32)식은 다옴과 같다. 

Eii = E ff + E 상+ E5+ E 옆 (33) 

둥방성 재료에 대한 탄성 변형율 판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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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E_ ~þ_ ~T_ ~þt 、. - .- -‘'11 ‘" umn、 ‘ M ‘ V ‘ V ‘ 11 , 
C 싫 : 없stic constitutive matrix 

C 싫 = a 8ü-ð_+ ß(8싫in+ δe8j"J 

7"' V 
a = l!."간주파1-2끼 

ß= 혔원 
E:mod띠us of elasticity 

ν : poisson ratio 

하 : kronecker delta 

(34) 

(35) 

(36) 

(37) 

F= 훌(Sjj - 쇄(Sjj - ajj) - 쉰 3 (잃) 

위의 모텔에서는 재료의 소성척 측면올 고려하여 해석 하여야 한다. 탄소성 

거동올 묘사하기 위해 유동이론(f1.ow theory) 의 척용이 도입되고 탄성 웅력 변 

형율 판계에 부가해서 3개의 물성치가 재료를 특성화 하기 위해 사용된다. 

- 소성유동의 시작과 관계되는 항복상태 

- 현재 웅력과 웅력 중가에 대한 소성 변형율 중가와 관계되는 f1.ow rule 

- 항복상태가 소성흐름동안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나타내는경화법칙 

(h없ùe띠ng rule) 

강에 있어서 가정 얼반척인 항복조건언 Von Mises αi따ion올 적용하면 버 

둥온 둥방성 경화에서 항복함수는[14] 

파 = 파(T，강 ) (잃) 

Sjj = 압 - 융 6避 (40) 

S jj : deviatoric stress tensor 

ajj yie삐 surface translation tensor 

{1:y : yiel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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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변형윷 증분올 결정하기위해 닫성웅력 변형윷 관계를 미붐형 으로 고쳐쓰 

면 

d낭i = C Em( dE $,, - dE gg, - dE ￡， - dE 앓， ) 

+ dC 싫 ( s ￡，， - ε &,, - ε ~ - E!.) 

소성변형동안 항복함수는 

aF _'- , aF. , aF F= 견:-db” + 견~d낡 + V，，~ d t1y = 0 
d t1jj d ‘ljj ö t1 

여기서 

륙 a필d강 + 흐EidT aeÞ ..... I aT 

썰 = H.챔 

강 = v좋랩짧 
(41)- (45)식올 사용하면 

줬{C 싫(dE 삶 - 싫 - dE 싫 - 짧 ) + 
v ‘'u 

dC 싫nn( ε 빼 - ε 싫 - ε 짧 )} = -쫓H 짧 
v“ν 

-펴갚흐팔d강 - 펴F 흐효?;-dT at1y aeÞ -- a교 aT 
소성 변형율의 증분은 

랩 = À 魔

(47) 식 의 사용에 의해 

줬{C 삶n( d같 mn- dE 싫 - d능 싫 ) +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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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싫 (E 빼 - E 싫 - E μ - E 없)} + 짧C싫rm繼킹 

-흐F H섭 + 효강검필 + ii;F3파dT aajj ...... ..... " 9 ι aeÞ ' 3 "y aT (48) 

그리고 

없= 
짧{C싫(싫 -싫 -dE 없) 

흐F H 펴F + 효강걷맏 + 흐E않”펴L a(Jü...... a(Jü 9 "y aeÞ a(Jjj 'VtImII a(J_ 

dC 싫 ( E * - s P - s T - E 싫，)} + 요도흐EEdT 
mn ... - ç - "1 3 y aT 

+ 검F H쁘 + 4강뀔 + 검E않삼L a(Jjj...... a(Jü 9 ι aeÞ 
I a(Jjj ’째 a(Jmn 

(49) 

여기서 

H= 요 (」뇨) 3 'aeÞ"?→∞ 
(50) 

(47), (49) 식올 사용하면 소성 변형율의 증분은 평가된다. 이러한 방법에의 

해 채료의 열 탄소성 거동이 결정된다. 

2 유한요소 방정식 

열척모텔에서 이전에 설명된 것처럼 기계척 문제의 경우에서 해석척언 해는 

단지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척용하여 진다. 따라서 유한 요소법과 같은 수치 해 

석 방법올 사용하는 것이 편려하다. 

기계척인 모텔에 대한 유한요소 형성을 설명 하기 전에 약간의 기본척인 지 

식을 살펴 보기로 하자. 구조물의 기계척인 상태는 아래의 양이 알려 질 때에 

완전히 정의 훨 수있다. 

- 전체 구조물에서 변위장 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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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판계에 의한 변위장에 의해서 얻어지는 변형율장 

= !(호단 + 효짚) (51) 
2 、 aXj ax; I 

- 변형율장에 의해 얻어지는 웅력장 

물체의 웅답올 계산하기위해 평형상태의 지배 방정식이 세워 져야 하고 적 

합한 경계조건과 기하학적 양립상태 하에서 해가 구해져야 한다. 평형상태는 가 

상일의 원리에 의해 물체 내에서 생성된 양립할 수 있는 작은 변위에 대해서 

전체 내부 가상일은 전체 외부 가상일과 같다는 사실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시 

된다. 

fv휠 gi dV = fvaui fi dV + ￡δ다 쨌 + 흩 δU야찮 (잃) 

ðEjj : 찌πual strains 

ðUj : 찌πual displacements 

/f: b여y forc않 

좌 surface σactions 

Ii : concentrated forces 

위의 (49) 식울 다시쓰면 

L&iC 싫 (E 빼 - E 싫 - E μ - E 짧)} 

= fiUj /jdV + Lδ다 겼 ds+ 흩 δU야찮 

이때 

f J 1 / aUj aUj J .-..E r 1 r aUm au 
ι여륭(:9화 + 헐)J 앓nl융(꿇; + 혔)-따n 

-E;;"-E싫]dV = fVðUi /i dV + LðUj업 + 흩 ðU，야찮 

finite element formulation 에 의 해 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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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Uj(X1 • X 2, X 3• t) = 찮1 U짜(t) (h(Xl. X 2, X 3) 

1v : number of nodal p이nts 

U빼 n여al displacements in i-direction 

씨 : shape function of the elements 

변형율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의 필 수 있다. 

S권X1 ， X2 ， X3 ， t) = 융[ 흩1製파 + 쩔1용웰없] 

(55) 

(56) 

방정식 (54)에 (55)， (56)식을 대입하고 행렬 표기법으로 바꾸면 가·상일의 방 

정식은 아래와같다. 

[ 8VJ lfJ돼까CE][회 dV] [미 = [뼈T[fJH낀 7 

[F낀 dV] + [뼈 T[ 끄Ir] T[p] ds ] + [8VJ 까F1 

- [ 8VJ l fJ돼까양]( [당] + [E꺼[댐)dV] (댄) 

[ 8VJ 'I : virtual displacement vector 

[B] : strain displacement maσix 

[ 양] : e퍼stic matrix 

[Hη : volume dis빼p찌빼I녀ace하앉mer 

[댄Fη : body force vector 

[H깐 surface displacement interpolation ma며X 

[p] : surface traction vector 

[1<4 : concenσated force vector 

[ 상] : plastic strain vector 

[E꺼 : 야lermal str，려n vector 

[ 해 : σansformation plasticity str빼1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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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않은 노드 절정 변위에 대해 방정식 (ff1)를 얻기위해 

모든 변위 성붐에 교대로 단위 가상 변위가 주어진다. 

[K][ UJ = [R V
] + [R~ + [RC

] - [RJ
] (않) 

[K] = [fJ돼까양][돼 dV] (59) 
[K] : stiffness ma떠X 

[R낀 = [fJH땐F낀 dV] 

[Rη : L때 vector for 야le 짧ec않 of b여y forces 

[~] = [끄Ir]T[ p] ds ] 

[~ : effect of surface 없ctions 

(60) 

(61) 

[R~ = [r] (없) 

[R1
] = [파쇄까 CE]([태 + [래[양])dV] (않) 

[~] load vector for effect of the th앙mal expansion, 

plasticity and phase transformations 

방정식 (58)는 각각의 하중 중품에 대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각 방정식은 비션형 재료거동에 의해 비선형이고 각해에 대하여 반복계산을 필 

요로 한다. 가장 빈번허 사용되는 반복 계산법은 Newton-Raphson 법과 

BFSG(Broyden-Fletcher-Goldforb-Shann)법 이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설계기 

준은 반복계산의 마침에 대해서 사용되어 진다. 변위의 주어진 문제에서 알려지 

지 않기 때문에 각 반복계산의 끝에서 변위가 질제적인 변위 해의 어떤 공차내 

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조건울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Ir UI (a) - [U1 (i-I) II 
II[ UJ t')ìí I 11 < En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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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number of iteration 

E r; : disp1acernent tolerance 

3. 기계적 물성치(mechanical propertÏes) 

온도 물성치에서 이전에 보여진 것 쳐럽 온도와 마소 조직척 상태에 대환 

기계척 물성치의 의존성이 결정되어 진다. 탄성계수와 프와송비에 대해서 사랍 

들은 E, 11 값이 강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구조에 대해서 비슷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가지 중요한 다릎점은 변형된 상태언 오스테나이트 

에서 5-8%정도 탄성계수가 작다는 것이다. 이러환 경우에 대해서 선형부피 

효ëlCtio띠ng model 은 연속척인 상 변화의 정우에 었어서 E의 평가에 대해 충분 

허 정확 하게 고려 훨 수 었다. 

E= 흩따 (Xj • t ) Ek (T(Xj• 셔 ) (닮) 

v 경우에 었어서는 상 변화에 대한 어떤 조청도 필요 하지 않다. 

v = v (T(X j • f) ) (66) 

선형 혼합 법칙은 항복용력의 평가와 항복후 탄성계수의 평가의 경우에 사용 

할 수 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푼제는 이론척인 판점에서 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 

러한 접근에는 많은 준비가 었어야 한다. 

4 열 변형율 ( thermal sσains) 

방정식 (30)은 얼 및 변형에의한 팽창올 나타낸다. 이것은 Fig 44에서 잘 나 

타난. 마르탠 사이트에 대한 변태(transformation) 변형융과 오스테나이트와 마 

르탠사이트에 대한 얼팽창 곡션을 나타낸다. 변태 변형율은 두장들 에 대한 얼 

팽창선 사이의 수직거리로 표시된다. 만일 혼합의 선형법칙이 척용 되고 해당온 

도 Tref 에서 오스테나이트 열 변형이 0인 것으로 가정되면 열 변형율은 아래와 

갈이 계산 훨 수 었다[1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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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 (흩따JLakdT + 흩따 E:- ) δo (힘) 

췄 = {￥[짧 f싫k dT + 따ak짧] +흩짧E썩δjj (없 

- 49 -



5. 용접부의 시험방법 몇 특생 

5.1 시험방법 및 종류 

이 장에셔는 오늘날 잔류웅력올 측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시험시편의 변형을 측정하여 이것으로 부터 웅력 상태 

를 계산하게 된다. 일반척으로 잔류웅력의 측정에 대한 기술은 크게 2가지 종류 

로 붐류하는폐 그것은 파괴기술과 비파괴 기술이다. 비파괴 기술은 웅력상태 하 

에서 재료에서 밭생하는 특성의 변화를 측정 하는것에 기본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회철기술 (버짧actometric Techniques)은 결정격자의 변화를 측정 하는 반 

면 초옴파 기술은 물체에서 초옴파의 천파속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포한 약칸의 

재료의 제거를 포함하는 반파괴(s앙ni-destructive) 기술이 현재 이용되고 았다. 

잔류웅력의 측정에 대한 비파괴 기술은 다옴과 같은 것이 었다. 

- diffractometric technique x-ray 포는 중성자 빔을 웅력상태 하의 물질 

에 통과시킬때 밭생하는 회절인자의 변화가 측정된다. 

- 띠σ'8S0띠c technique 시험하는 물체에서 초음파의 전파속도의 변화가 

측정된다. 

- magne1ic techniQue : 자기장이 시험물체에 형성된다. 용력상태의 물체는 결 

정 격자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러한 변형을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여 이것이 

측정된다. 

파괴기술 및 반파괴 기술은 재료의 제거가 웅력상태와 결과척인 변형상태에 

대하여 전체척인 장소나 부분척언 감소를 보이는 원리에 기본을 두고 있다. 변 

형 감소를 측정하여 채료의 제거구역의 근처에 미리 폰재하는 웅력의 값이 계 

산 될 수 았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반파괴 기술은 hole drilling techniQue 

인데 잔류용력이 측정될 수 있는 매우 작은 구멍이 뚫어져야 한다. 현채 사용되 

는 파괴기술은 다음과 같은 것이 었다. 

- sec1ioning 시험 시편이 절단되고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변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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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된다. 절단은 웅력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감소를 발생 시킨다. 첫번 

째로 절단이 단계적으로 수행 되고 웅력의 전체적언 감소후에 변형이 측정된다. 

둘째 측정이 몇개의 지점에서 동시에 측정되어 있다. 

-b파ld hole techniQUe : 시험재료에서 형성되는 둥근 구멍의 바닥에 대한 변형 

의 변화를 측정한다. 

- deep hole technique : 형성된 구명의 치수의 변화를 측정한다. 

비파괴 기술은 원자력 산업에서 많이 이용 되어지며 반 파괴 및 파괴기술은 

실험실에서 재료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진다. 

5.2 시험방법의 특성 

기계척인 구성기기의 구조적 건전성에 관한 잔류웅력과 이들의 영향은 많은 

판심을 집중시켜왔고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었는 추셰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잔류웅력올 측정하는 방법도 새로운 방법이 개발 되어지고 다양해지고 있 

다. 이 절에셔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특성올 조사하고 원자력 판련 기기에 판 

한 그 적용성올 조사해 보았다. 

Di짧actαnetric technique는 구성기기의 웅력변화를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비파괴 검사 방법이다. X-ray meth여와 neutron 벼짧ëlction method는 측정시의 

기술척언 어려움올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었다 x-ray 

technique는 정확성과 신뢰성의 특성 때문에 표면 웅력 측정의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었다. 또한 휴대용 장치의 개발은 현장에셔 측정을 가능하게 했 

다. Neutron technique 은 X -ray technique보다 더 강력하나 시험에 이용되는 

장치가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충분한 강도의 중성자빔원이 크기가 매우크며 

가격이 비싼 원자로나 선형가속기에 의해서만 생성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neutron di짧ëlct:ion tec빼que은 비 상업적인 곳에 사용되며 미래 

에 었어서도 현장에서의 측정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올 것이다. 

Ultrasonic Technique은 지난 십년동안 개 발된 기술로써 현장에서 잔류웅력 

올 측정할수 있는 잇점이 었다. 이러한 기술은 표면 웅력 상태 및 구성기기의 

다
 싸
 



부피에 대한 용력도 측정 할수 었다. 그러나 측정값은 두쩨애 따른 명균값을 나 

타낸다. 재료의 이방성과 초직에 대하여 측정시 잔류용혁의 영향을 구별할 수 

었는 간단한 방법의 개발을 위해 연구가 활발허 진행 되고 었다. 그러한 채료 

특성이 잔류용력에 영향을 미철 수 었으며 큰 오차가 용력 명가시애 얼어날 수 

었다. 

Electromagnetic Technique는 매우 새로용 기술이다. 표면근쳐의 잔류용력 

이 다양한 자기쩍 또는 자기 탄성쩍 언자를 측정합 으로써 명가된다. 약간의 상 

업용 장비가 현재이용되나 상업쩍 용용 보다는 기본척언 연구애 많이 사용 되 

고었고 개발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었다. 

Drill Hole Technique은 시험시애 시험채료의 파괴를 요하지는 않으나 채료 

에 대한 약간의 기계쩍언 가공이 펼요하다. 이러한 점온 원자력 관련 구성기기 

의 안전성 때문에 원자력 산업애는 척합하지 않은 기술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은 mock-up에 관한 잔류용력을 측정할 수 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이다. 현재 액체 금속로의 구성기기애 관해 현장에서 잔류용력을 측정할수 있는 

가장 척당한 방법은 X-ray di旅ëlction 않빼que이다. 불행하재도 이러한 기술 

은 현장에서 국부척언 부피에 대한 찬류용력의 측청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개발 

이 활발허 진행되고 었다. 따라서 용첩부 두께에 따른 잔류용력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표면에서의 잔류용력의 값에 기본을 품 수치 계산이 실행되고 

mock-up에 대하여 연구실에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5.3. 대표척인 시험방법 및 기술현황 

1. X-ray 다旅action Technique 

Carmet은 CI핑-10강 (AFNOR S없ndard) 로 만들어지고 전자빔으로 용첩된 

팽판과 압력용기 mock-up에 대하여 X-ray 버짧action te하mique 및 hole 

m퍼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동시에 FEM올 사용하여 수치해 

석에 의해 잔류용력을 계산하였다.F핑 45는 실험 및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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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용력은 만족스런 결과가 나타 녔으나 종 방향 용력은 불일치 하고 있다. 

이러한 절과는 측정의 부정확성 보다는 해석시 채택한 평면 변형의 가정에 품 

제가 었다고 판명 되었다. 정확성 및 신뢰성의 특성 및 장치가 소형언 장점올 

가진 X-ray di짧action technique은 현재 상업척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면 

잔류웅력 의 측정 기술이다. 

특허 액체 금속로 형태의 원자력 플랜트에서 구성기기의 표면 잔류웅력올 

측정하는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었다. 한 위치에서 용력 상태를 측정하는데 

펼요한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고 아주 빠르게 해당 측정 부위에서 자료를 수접 

할 수 었다. 측정의 정확도도 좋으며 측정시 필요한 영역은 1 mm2 내외이다. 

X-ray는 철을 포함하는 재료에셔 수십 μm 정도의 짧은 투과력을 갖는다. 이 

러한 특성이 이 기술의 한계이며 표면용력의 측정에는 척합 하지만 재료 내부 

에 존재하는 웅력을 측정 활 수 없다. 측정 되는 물체가 두께를 따라서 용력의 

상태가 크게 변화활 정도로 두껍지 않다면 큰 품제는 아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 

재 빠르게 발전되고 었으며 측정의 정확성 및 빠른 측정방법에 대한 개발이 진 

행 중 이다[161. 

Hutc피rgs와 외len.은 좀 더 투과활 수 었는 수 뼈 K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X-ray의 이용을 제안했다. 이러한 고에너지의 조사는 X-ray의 더 깊은 

투과력올 줄것이며 물체 내부의 용력 측정도 가능하게 활 것이다. 

2. Neutron di旅action technique 

X-ray technique은 정확하고 간편한 측정이 가능하나 단지 표면 측정만이 

가능하고 재료 내부의 측정이 불가능 하다. 이에 비해 중성자 범은 금속의 수 

cm를 투과활 수 었으며 재료의 내부용력을 측정하는 정확한 도구이다. 중성자 

회철은 벼파괴 방법에 의해 두께에 따른 채료내부의 웅력 변화의 측정을 가능 

하게 만든다. 또한 작은 크기의 시험시편으로도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만든 

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에도 몇가지 결점은 었다. 충분한 강도를 갖는 중성자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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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훨자로나 선행가속기 에서만 생산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으며 측정 및 분석올 위해서는 표본을 질협 장치까지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것이 압력용기와 같은 커다란 원자력 판련 기기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이유이며 측정 시간도 길다. neutron 버ffraction technique은 정확성과 

붐석의 좋은 특성과 시편의 두께를 따른 용력 측정융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잇점 에도 불구하고 실험비용이 많이들고 실험장치가 매우커서 이동 

활수 없으며 측정시에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상업용 목척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청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운전기기류의 측청에는 척합 하지가 

않으며 용접된 배판이나 중요한 기기의 mo다(-UP 둥의 측정에 척합하다. 또한 

다른 측정기술 및 수치해석 방법의 결과를 확언 시에도 매우 유용하다. 이기술 

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부웅력의 측정을 위한 유일한 비파괴 기술 이라는 점 

이다. 휴대활 수 있는 중성자 바世actometer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기술의 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기술은 더욱 강한 충성자 범원을 개발하여 더 좋은 측정의 정확도 

및 짧은 측정시간을 얻는 것이 연구개발 동향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측정된 

변형에 판한 미소용력과 이방성의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에 와었다[1깨. 

3. Ultrasonic Technique 

Ultrasonic Technique은 지난 십년동안 개발되어 왔으며 재료의 표면웅력 

상태 뿔만 아니라 구성기기의 부피의 웅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초옴파 전파속도에 대한 웅력 상태의 영향에 기본을 두고 있다. 웅용 예를 살펴 

보면 Schneider는 페라이트 용접부에 대한 평행하고 수직인 주웅력의 차를 결 

정하였다~ Husson은 오스테나이트 튜브의 용접부로부터 거리의 함수로써 

Rayl，행h파 속도의 변화를 측정해서 원환웅력 (C1 J 및 축방향 웅력 ( (1 1) 의 거동 

올 결정했다. Ultrasonic Technique은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용력에 의해 

일어나는 초옴파 속도의 작은 변화를 정확허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기기에 대한 이 기술의 적용성은 다른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54-



된다. 절대용력 결정의 첫번째 문제는 재료에서의 격자배열 에의한 속도변화의 

특성이다. 간단한 강 결정조직에서 초옴파 속도의 변화는 약 몇 % 정도의 감소 

이다. 재료의 격자배열이나 웅력에의한 속도변화를 측정 함으로써 웅력을 측정 

하기 때문에 측정의 큰 오차가 발생활 수 었다. 두번째 문제는 구성기기 자체의 

기하학척 형상 및 치수이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파형을 이용할 것 인가를 결정 

한다‘ 몇가지 예를 들으면 아래와 같다. 

- 두께 측정 시에는 만얼 양쪽 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으면 반 

사에 대한 뒷벅이 펼요하다 

- 용접 표면은 초음파를 흐트러 뜨렬수 있거나 coup파19올 방해할 수 

있다. 

- 촉정대상의 형태는 특별한 파행의 선돼올 필요로 할 수 있다. 

사실상 웅력 의 측정을 위한 Ultrasonic Tecbnique은 측정이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모든 기하학척 형상과 상태에 대해 측정이 가능한 것 

이 아니다. 각 연구 주재와 판련하여 세계의 몇군폐 연구소 및 기업에서 연구룰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연구기판들이 었다. 

- Nationa1 NTD Center Harwell (영국) 

- Battelle, NBS, Univ앙sity of Houston, SWRI (미국) 

- IZFP (독일) 

4. Electromagnetic Technique 

Electromagnetic Technique은 내구력 및 잔류웅력 분포의 평가를 위한 비파 

괴 자기장올 이용환 방법이다. 채료 표면 근처의 잔류용력이 측정 되어질 수있 

고 몇 개의 재료에 대환 측정값이 다양한 자기적 및 자기 탄성적인 요소에 기 

본을 둔 이러한 기술에 의해 평가되어 질 수 있다. 많은 magnetic technique 이 

잔류웅력 측정을 위해 개발 되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검사방법은 magnetic 

Bar따lausen 않ch띠que과 acoustic Bar퍼lausen tech띠que이 다 Magnetic 

Bar따lausen technique은 다른 같은 종류의 기술 중에서 좀 더 진보한 기술이며 

또
 



약간의 상업용 장비는 다루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5. Hole Drilling Strain Gauge Technique 

Hole Drilling Technique은 시편에 약간의 구멍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게 되 

는데 구명의 치수가 너무 작아서 시험 대상기기에 큰 영향올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법은 벼파괴 검사와 파괴 검사 방법옵 서로 혼합한 상호 보완적언 기술 

이다. 현재 이방법의 용용의 예는 X -ray Technique과 같은 회철기술의 급속한 

개발에의해 감소하는 추세이나 연구소에서 시험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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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컬 론 

액체 금속로는 소륨 냉각방식의 시스햄을 가지고 있다. 용접 구조물을 구성 

하는 주요 기기는 원자로 용기， 중간 멸 교환기， 펌프， 소륨 배판， 중기 발생기 

둥이 었다. 이러한 기기 구조의 쩨원 빛 형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주 사용 채 

료인 오스태나이트계 스탠레스강은 고온 크렵 시험에서 낮은 연성 파괴를 가지 

므로 고온에서 사용훨 때는 주의 깊게 폼석되어야 한다. 그밖에 중기 발생기 계 

통에 사용 되어지는 때라이트 강 및 이종금속 간의 접합에도 많은 주의를 기율 

이어야 한다. 이러한 접합부에 있어서 용접봉 및 용접 방법의 선갱에 각별한 주 

의가요망된다. 

액체 금속로는 다른 원자로와는 다르게 고온 소륨올 냉각채로 사용하기 때 

문에 전체적 구조 및 용접부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올 발생시킬 수 있다. 특허 

용접부 내에서의 잔류용력의 명향은 구조물의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 액체 금속로의 용접부 시험과 판련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언장 잔류웅력이 

항복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접 구조물의 수명에 대 

한 잔류웅력의 영향에 관해 조사하였고 피로， 파손， 좌굴， 취화 퉁이 주요한 언 

자로써 작용하였으며 그 특성을 폼석하였다. 

한편 컴퓨터 및 이를 이용한 수치해석 방법의 빠른 발달로 인해 용접부 해 

석은 많은 진보률 이루었다. 용접과갱의 해석적 모사는 용접 문제를 예촉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잔류웅력의 수치 

해석을 위해 멸척 모텔과 기계적인 모텔에 대하여 그 내용올 기술하였다. 또한 

유한 요소 해석에 의한 일반적인 용접부 모텔령의 방법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잔류웅력의 측정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강력한 버파괴 기술은 X -ray diffraction techniQue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단지 표면 잔류웅력의 측갱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Ultrasonic techniQue은 측갱 대상물의 두째를 따라 평균웅력올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께에 따른 웅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괴 검사 방법이 

감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환 기술은 mock-up이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대하여 시험활 수 밖에 없다. 대안으로써 neutron di짧'3ction technique에 의해 

서 내부웅력을 측정할 수 었으나 현재는 아직 실험 단계이며 큰 장치와 장치의 

건셜에 따른 고비용이 문제가 된다. 잔류용력의 측청에 대한 현재의 추세는 좀 

더 깊은 표면 웅력 측정을 위해 투과력의 증가와 이미 개발 되어진 방법의 청 

확성올 향상시키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가동중인 액체금속로에서는 많은 누출사고를 발생시켜 왔 

다. 이러한 사고중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잔류용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명가되고 있다. 따라서 젤계 단계에서 용접으로 인한 잔류웅력 및 변 

형의 영향을 주어진 환경하에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고려되야 하고 이와 판 

련된 용접 구조물의 해석방법 및 영향명가에 대한 내용이 깊이있게 검토 되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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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portance of residual stresses and distortion in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welded structure 

-62-



Smaß rotating plu 

Large rotating plug 

Core cover pluq 

1nner vessel 

Core support 5’ructure 

Main vessel 

Safety vessel 

Fig 2. Schematic diagram of reacto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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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vessel and core suppor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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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diagram of fuel storage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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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 Typical disσibution of longitudinal residual stresses in an I-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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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of four different parts. In the fu-st p따t the s t:ructures of principal 

components of Superphenix and the lånds of welds utilized in the plants were 
investigated. In the second part the effects of residual stresses were described 

on the main phenomina such as britt1e fracture, fatigue fracture, buckling, stress 
corrosion cracking. This phenomina can play an import킹lt role in the life of 

welded s t:ructures. In the third part the contents of the most common1y used 
finite element methods for the 압leoretica1 de따mination of residual stresses were 

arranged. Finally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e-of-the-art techniques to measure 
residual stresses in metals was carried out. In addition, nondestructive techniques 

and desσuctive techniques were described. 
Su피ect Keyworos l we1빼g， wel뼈 structure, resid때 S없 fatigue 없cture 
(About 10 words) cracking, finite element method, test method of we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