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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나이트계 SS 배관의 협개선 TIG 용접부 특성 조사

심덕남 † · 정인철

The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on Narrow-gap TIG Weld Joint
of Heavy wall Austenitic Stainless Steel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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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Gas Tungsten Arc Welding (GTAW or TIG welding) is considered as high quality and precision
welding process, it also has demerit of low melting rate.  Narrow-gap TIG welding which has narrow joint width
reduces the groove volume remarkably, so it could be shorten the welding time and decrease the overall shrinkage in
heavy wall pipe welding.  Generally Narrow-gap TIG welding is used as orbital welding process,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automatic control welding

This paper looks at the application and metallurgical properties on Narrow-gap TIG welding joint of heavy wall
large austenitic stainless steel pipe to determine the deposition efficiency, the resultant shrinkage and fracture toughness.
The fracture toughness depends slightly on the welding heat input.

1. 서 론

고효율 고생산성을  추구하는  중공업 분야에서

두 부재를 협소한 개선형상으로  용접하여  제품

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용접공정은 주

된 기술개발의 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협소 간

극으로 개선  가공된 배관  용접부의  원주를 따라

회전하며 , 자동용접을 수행하는 협개선(Narrow-
gap) 오비탈(Orbital) TIG 용접기술은 고품질의 공
정 특성을 바탕으로 용착체적 감소에 따른 입열

량 저하, 용접  금속량 감소  등으로 품질  향상 및
자재비용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고기량의 수동용

접사를 대신해 후판의  배관제작  분야로부터 요

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 같은  협개선

TIG 용접기법은 수동방식보다  용접불량  발생이

낮고, 모든  재질의 용접에서 우수한 작업효율 향
상 효과를 제공함으로  보일러 증기배관과  같은

고합금(9 ~12% Cr) 페라이트강의 용접  및  오스테

나이트 SS 강의 보수용접 등 적용확대에서  점차

상용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현재까지

수동 TIG 용접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오스테나

이트계 SS 강  재질의 원자력 밀림관(Surge Line)
계통 및 원자력  정지냉각(Shutdown Cooling) 계통

배관을 대상으로 자동화된 협개선 TIG 용접방식

의 적용은 용접품질과  생산성 향상효과가  기대

된다.
본 논고는 협개선 TIG 용접부에 대한 수축률

및 용접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용접

와이어의  제작사 및 용접  입열에 따른  파단전

누설(Leak Before Break, LBB)의 설계  개념에 근거

하여 탄소성해석 측면에서 오스테나이트계 SS 강

재질의 파괴인성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

† 두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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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개선 용접과 파괴인성

2.1 협개선 오비탈 TIG 자동용접

     협개선  오비탈 TIG 자동용접은  용접부의

개선각을  1 ~ 6° 범위의  협소 각도로  가공하여  생
산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로서  원자력 기기의 보수

공사 분야에  초기 적용되어 용접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협개선 TIG 용접장치는  송급되는  와이어의

예열유무에 따라 콜드  와이어 방식과 핫 와이어

방식으로  구분되지만, 오비탈에서는 콜드 와이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개선 오비

탈 TIG 용접토치는 보다 양호한 측벽용융을 위

해 굽어진 텅스텐봉을  좌·우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것도 있으며 최대 180°까지 회전

이 가능하다 . 텅스텐봉 주위는  가스커버로 둘러

싸여 있어 보호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고, 송급되

는 용가재는  회전하는  텅스텐봉의 방향에  따라

동시 동작되는 특성을  가진다. 용접깊이는 Torch
Body 길이에 따라 결정되어 지며  배관 두께에

맞는 가스 찬넬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는 용접그루브 내에서  차폐가스(Shielding Gas)를
직접 용융푸울에 공급시킴으로 기공방지에 효과

적이고, 모터에 의해  회전되는  텅스텐봉이 그루

브 좌·우측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모재측벽을 보

다 원할히 용융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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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Narrow-gap orbital welding torch

또한 용접 그루브 개선각을 최대 6° 미만으로

협소하게  가공하여 , 작업물의 두께에  따라 용접부

의 체적과 용접시간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기존

수동 TIG 용접방식의 V-그루브  형상보다  용착면적

을 50% 이상 축소함으로서, 용가재의 용착량을

낮추고 용접시간의  단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협

개선 용접 조인트는 두께가 약 30mm 미만인 판재

의 경우 일반 수동용접과  협개선 용접은 큰 차이

가 나지 않지만  두께가 30mm 이상 커질수록 용접

단면적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며, 용가재 소모량

은 크게 감소한다. 또한  용접 완료후  협개선 용접

부에 대한 품질적 특성에  있어, 작은  용접패스  수
로 인해 줄어든  모재의 열영향부는  용접후 입열에

따른 수축과  뒤틀림의  감소를 가져와 수동용접보

다 더욱 우수하고 균일한  용접부 품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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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weld volume conventional
joint and narrow-gap joint

2.2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

   원자력 발전소 배관설계에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설계기준으로 탄소성 파괴역학을 토대로

한 파단전누설(Leak Before Break, LBB) 개념을  도
입하고 있으며, LBB 란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 이

균열을 통해서 배관내부의 유체가 외부로  누출되

고, 누출된  유체는 배관  주변에 설치된 누설감지

장치(Leak Detection System)를  통해 감지됨으로 양
단 순간파단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는 설계 개념으로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의 배
관 적용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 직경  12in. 이상의 배관에 LBB 적용하며,
주증기배관 및 급수관은 제외한다. 직경이 10in.
이하인 배관은 누설감지장치를 통해 감지할 수 있
는 균열의 크기가 배관 치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균열을 가진 배관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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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있다.

2) 미국은 직경  4in. 이상의 배관에 LBB 적용 시
도 중에 있다.

2.2.1 LBB 해석방법

 ① 균열발생 예상  위치 및 형태 결정

    먼저  LBB 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배관에

대한 피로해석 및 정적, 동적 배관해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배관계통내의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지점 및 가상균열의 형태를 결정한다.

 ② 감지가능 균열의 크기 결정

    감지가능한  균열의 크기는 발전소내에 설치된

누설감지장치(Leak Detection System)의 감지능력과

관계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상운전하에서 10gpm
(37.85L/min.)의  누설을 허용하는 균열의 크기로

결정된다 . 또한 감지가능 균열의 크기는  누출율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누출율은 균열의

기하학적  구조뿐 만 아니라 균열단면의 표면조도

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가 매우 어렵다 .

Fig.3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crack length
and opened crack area

    
  
③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탄소성  파괴해석

   이미 계산된  감지가능  균열의 크기를 기준으로

두개의 서로  다른 균열크기를 갖는  배관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한다.

④ J-적분값의 결정

   3 차원 탄소성  파괴해석으로부터 균열선단 주

변에서의  응력장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J-적분

값을 이용한다. J-적분값은  균열선단의 변형에너지

변화율과  관계있으며 이 값을 구하기 위해 보통

가상균열  변위법(Virtual Crack Extension Method)을
이용한다 .

      

⑤ 재료의 파괴인성치

    배관의 용접재료 및 모재(Base Metal)에 대한

파괴인성치는 동일한 재료라  할지라도  시편의 크
기, 용접조건 및 시편의  채취부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므로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서 가능한 낮은

값을 취하여  사용해야  한다.

⑥ 안정성 평가(Stability Evaluation)
   균열을 가진  배관에 대한  안정성여부는 탄소성

파괴해석을 통해 구한  J-적분값과 재료의 파괴인

성치를 비교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고, 대상배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연성  균열 진전에  대한 안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LBB 개념을 적
용할 수 있다.

                      -----------------------(1)

                             -------------(2)
                               
  윗 식에서  JA 및 (dJ/da)a 는  유한요소  결과로부

터 구한 값으로  작용하중에 대한 J-적분값  및  J-적
분값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JIC 및 (dJ/da)m 은 재료

고유의 파괴인성치  및  균열길이  변화에 대한  파괴

인성치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

2.2.2 LBB 시험  절차

 1) 응력변형률 시험(Stress – Strain : σ – ε  시험)
 응력변형률  시험은 ASTM E8 과 ASTM E21 에

준하여 실시한다. 항복점이  뚜렷한 상온의 경우엔

하항복점을 항복점으로 취하고, 항복점이 뚜렷하

지 않는 하항복점의 경우에는 0.2% offset 법을 사
용하여 항복점을 결정한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하중-변위 선도로부터  공칭응력-공칭변형선도를

얻고, 여기에 다음식을 적용하여 진응력-진변형율

선도를 구한다.

0.1

0.075

0.025

균
열
개
구
면
적

(in
2 )

0      5   10    15   20
균열길이(in.)

- 배관직경

   : 42in.

* du : 변형에너지의 변화율

* da : 균열선단의 가상변위
J = du

da

JA < JIC     or

dJ
da  a <

dJ
d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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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 σn(1 + εn)
ε = ln(1 + εn)

* σ : 진응력  (True Stress)
* σn : 공칭응력 (Nominal Stress)
* ε : 진변형률 (True Strain)
* εn : 공칭변형률 (Nominal Strain)

진응력-진변형률선도를 다음의 Ramberg-Osgood
식으로 Curve Fitting 하여  상수항 á, n 을 결정한다.

* σ0 : 진항복응력

* ε0 : 항복점에서의  변형률

* á : Ramberg-Osgood 재료상수

* n : 가공경화지수

 2) 파괴저항 시험(Fracture Resistance Property : J-R)
J-R 시험은  ASTM E813-87(Standard Test Method

for JIC, A Measure of Fracture Toughness)과 ASTM
E1152-87(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J-R
Curves)에 따라 단일시편법(Single Specimen Method)
으로 수행한다.

  ① 피로예비균열

  CT 시편의 노치선단에  피로균열을 만드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Af � 0.05A0 또는 Af � 1.3mm

* Af : 피로균열길이

* A0 : 노치가공 균열길이

  ② 측면홈  가공

  시편에  피로예비균열을  만든 후, 균열진전의

직진성을  주기 위하여  시편두께의 10% 씩 양면에

홈 가공을 한다 .

  ③ 정적 J-R 시험

  부하(Loading)와 제하(Unloading)을 반복하여

하중-변위선도를 작성한다. 하중감소량은 하중감

소개시점  하중의 30%로 하며, 여기서 구한  제하

컴플라이언스(Unloading Compliance)로부터 균열길

이를 산출한다.

  ④ 균열길이 측정

  실험에서 얻어진  균열길이와 실제 균열길이

를 검토하기  위해 시편을  파단하여  등간격으로 9
점에서 초기  균열길이 , 균열진전량을  측정하고  이
를 시험결과와 비교한다.

3. 용접시험

3.1 시험자재  준비

    용접시험에  사용된 자재는 밀림관과 정지냉각

계통의 실제  배관과 동일한 사양이다. 배관시편은

400mm 길이로  절단하여  용접입열과 용가재의 시

험조건에  맞게 취부하고 핏업 JIG에  고정하였다.
핏업시 배관내부에는 Strong Back을  부착하고  수
동 TIG 용접으로  4 곳에 가접을  실시하였다. 용가

재는 0.035in. (0.889mm)의  자동용접  와이어로서 정
지냉각계통의 TP316 배관에는  ER316 & ER316L
자재를 사용하고 밀림관 계통의  TP347 배관에는

ER347 자재를 사용하였다.

3.2  시험 용접 장치

- 장비명 : 협개선 Orbital TIG 용접  장치

- 특성 : 용접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

제어 방식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pipe

구분 재질 크기(mm) 수량

정지냉각

계통

SA312-
TP316 OD356 x T35.7 5

밀림관
SA312-
TP347 OD324 x T33.3 3

Table 2. Specification of welding wire

구분 재질 외경 비고

ER316L OD 0.035in.   C 사

ER316L //   N 사
정지냉각

계통 ER316 //   N 사

밀림관 ER347 //   K 사

ε     σ          σ   n

ε0    σ0           σ0
=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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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lding conditions

시편 No. Wire 입열량 비고

6KLL  ER316L 대 (60KJ �)    C 사

6NLL  ER316L //   N 사

7KLL  ER316 //    K 사

7KLS  ER347 소(60KJ �)    K 사

          Fig. 4 Fit-up conditions of test pipe

Fig. 5 Test specimens extraction for LBB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용접수축  및  용착량

     일반 탄소강에 비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레스강은  열전도도가 낮고 열팽찰계수가 크므로

변형량 또한  더  커진다. 루트용접부터 입열에 의

한 용접조인트는 수축하기 시작하며 용접패스가

증가할수록 수축도  점차 증대된다. 정지냉각계통

배관을 용접하는데  소모된 용접와이어는 2.4 ~
2.6Kg 이고 밀림관의 전체  용착량은  2.0 ~ 2.1Kg 정
도가 소모되었다. 이론적인  용착량보다 45.4 ~
50.5%의 감소율을 나타났고 표면  폭(Joint Gap)의
수축율은  45.9. ~ 46.6%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용접입열에 따른 배관의 열변형으로 인해  용접조

인트가 상당한 수축을  일으킨 것으로서, 수축은

용접패스  증가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커지지만

용착두께가 1/3 정도 남았을  때는 더 이상의 수축

은 진행되지  않았다. 정지냉각계통 배관과 원자력

밀림관 계통  배관을 비교해 볼 경우, 직경이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용접조인트의 표면  폭  수축과

비교해 용착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협개선 용접  조인

트의 적용시  배관두께가 클수록  용착량 감소가 증
대됨을 알 수 있다 .

Table 4. Reduction of weld volume after welding

- 시편 No. : 6NLL & 6KLL

용착량(kg) 표면 수축량(mm)
이론 실제 초기 최종

5.05 2.4~2.6 16.5~16.7 8.5~8.8
감소분 : 2.55kg 수축분 : 7.7~7.8mm
감소율 : 50.5% 수축률 : 46.6%

- 시편 No. : 7KLL & 7KLS

용착량(kg) 표면 수축량(mm)

이론 실제 초기 최종

3.94 2.0~2.1 17.6~17.9 9.5~9.7
감소분 : 1.79kg 수축분 : 8.1~8.2mm
감소율 : 45.4% 수축률 : 45.9%

4.2 LBB 시험

    원자력 고에너지 배관 용접에 있어, 스테인레

스 강은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또는 공식(Pitting)에  취약한 금속  미세조직

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입열량  제어가 요
구되고 있으며 PSA(Preliminary Safety Analysis)에서

는 최대 60KJ/in.(23.6KJ/mm)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저입열의 제약조건은 용접부 품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동용접 적용의 주요

목적인 작업효율 증대에 한계성을 부여하고 최적

셋업보조배관

400mm 400mm 400mm

CT 시편
인장시편

용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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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변수  설정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장애적인 요

인으로 인식되었다 .
   LBB 시험과 병행하여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

스강의 용접시, 용융상태에서 응고되는 과정에서

용융금속내의 불순물의 형태로 입계에  집적하여

입계 미세 균열을 형성하는 고온균열을 피하기 위
한 용착금속의 델타-페라이트(δ-Ferrite) 형성  정도

를 De-Long Diagram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용접비

드 형성과 내부  결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시험(Macro)이 수행되었다.

4.2.1 화학분석

용접전 용가재의 델타  페라이트  함량은 De-
Long Diagram으로부터 5.1 ~ 7.5%의  범위였고  용착

금속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델타  페라이트의 함량

은 약  5.3 ~ 6.8% 로써, ASME Code 조건인 최소

Ferrite number 5이상을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5. Ferrite no. of weld metal

시편 No. C Mn Si Cr Ni Mo/
Nb FN

6NLL 0.03 1.74 0.48 19.3 12 2.28 6.8
6KLL 0.04 1.5 0.5 18.8 12 2.29 5.3
7KLL 0.05 2.15 0.52 18.9 9.13 0.64 5.3

※주)  1. Cr eq = %Cr + %Mo + 1.5 %Si + 0.5 %Nb
 2. Ni eq = %Ni + 30 %C + 0.5 %Mn + 30 %N

4.2.2 Macro 조직

    용접비드의  폭은 하단의  루트용접부를 지나

상단의 최종용접부까지 비교적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용착금속에는 기공, 슬래그 혼입 , 용융부족

등 결함도 발생되지 않아  용접절차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NLL 6KLL

7KLL 7KLS

Fig. 6 Macro structure of weld bead

4.2.3 응력변형율 시험(σ- ε시험)
    응력변형시편은 환봉시편이  사용되었고, 항복

점이 뚜렷한  상온의 경우  항복점으로는 하항복점

을 취하고, 항복점이  뚜렷하지  않는 하항복점의

경우에는  0.2% Offset 법을  사용하여  항복점을  결

정하였다 .

Table 6. Test results of σ- εtest

시편 No.
온도

(℃)
항복강도

(ksi)
인장강도

(ksi)
연신율

(%)
6NLL 327 51.29 64.37 22.30
6KLL // 51.47 65.28 23.13
7KLL // 54.34 65.59 20.97
7KLS // 53.39 62.86 22.39

4.2.4 정적 J-R 시험

   파괴저항특성 시험편은 L-C 방향(L : 하중방향 ,
C : 균열전파방향)으로 취한 CT(Compact Tension)
시편으로  초기균열길이는  시편폭의  약  60% 정도

피로예비균열을  생성시킨  후  양쪽면에  두께의

10% 깊이씩 측면홈을  45° 각도로  가공하였다. 시

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Table 7. Test results of J-R property

시편 No. 온도(℃) C1 C2

6NLL 327 465 0.459
6KLL // 555 0.424
7KLL // 499 0.388
7KLS // 540 0.491

※주) J-R Constant (J = C1(�a/a*)C2, a* =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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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J-R curve of 6NLL

Fig. 8 J-R curve of 6KLL

Fig. 9 J-R curve of 7KLL

Fig. 10 J-R curve of 7KLS

   파괴저항시험 결과에서는  각  시험편의  J-R 특

성값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 보이며 시편 7KLS
의 특성값이  가장 크다. 원자력 밀림관 재질의

ER347 용접부(7KLS, 7KLL)의 파괴인성 값이  최대

와 최소의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지냉

각 계통의 ER316L 용접부(6NLL, 6KLL) 파괴인성

값은 균일한  값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와이어  제작사에  따른 파괴인성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저입열 조건으로

적용된 용접부는 고입열 조건보다 파괴인성 값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용접중 부가되는 입

열량이 용접부의 파괴인성 특성에 다소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Fig. 11 Comparison of J-R curve for weld metal on
austenitic stainless steel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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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오스테나이트계  SS 강 재질의  원자력 밀림관

(Surge Line) 계통 및 원자력 정지냉각 계통

(Shutdown Cooling) 배관 용접에  오비탈 TIG 자동

용접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성 평가와 파단전  누설

(LBB)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지냉각계통 배관  및  밀림관의  전체 용착량

은 이론적인  용착량 보다  45.4 ~ 50.5%의 감소

율을 나타났고 용접조인트의  표면 폭(Joint
Gap)의 수축율은 45.9. ~ 46.6%의 수축율이 나
타났다.

2) 용접패스  증가에 비례한 수축은  용착두께가

2/3 정도  진행될 때 까지  발생되며 , 전체 용착

량은 수동방식 보다 약 58% 가량 감소되고

용접비드는 용착두께와 폭이  비교적 일정하였

다.
3) 용접와이어 제작사에 따른 LBB 특성은  큰  차

이점이 없었으나, 한편 저입열  조건의 용접부

에서는 다소  우수한 파괴저항 특성을 보였다 .
이것은 파괴저항 특성이 용접중  부가되는  입

열량과 관계가 있어 보이고, 입열량의 조절로

서 파괴인성  값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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