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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issertation finds out trouble types and occurrence regions using the faulty 

statistics of nondestructive test items in rolling stock parts of the Seoul Metro and 

using mechanical test about defective and broken parts with broken surface 

observation, cutting examination about trouble region, hardness experiment and 

tensile test

Also this dissertation finds out cause of trouble and damage through observation of 

microscopic formation using metallurgical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residual stress measurement about welding parts and damage diagnosis 

about defective and broken parts.

Moreover it will present the improved plan of nondestructive method about trouble 

and the removal method of defect and repair welding and find solutions of reliability 

in parts and preventive maintenance

--------------------------------------------------------------------

 1.서론

 본 논문은 서울 메트로의 전동차부품 중 비파괴검사품목에 대한 불량 통계를 통하여 결함

의 유형 및 발생부위를 파악하고, 또한 불량 및 절손부품에 대하여 파단면 관찰, 결함부위 

절단검사, 경도시험, 인장시험 등의 기계시험과 금속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

소조직관찰, 용접부품에 대한 잔류응력측정과 결함 및 절손부품에 대한 손상진단을 통해 결

함의 원인 및 손상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결함의 비파괴방법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결함의 제거방법 및 보수용접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부품의 신뢰성 및 예

방정비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재료의 손상 및 결함은 사용조건과 설계상의 사용 소재 선택 및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손상의 원인과 유형도 위와 같은 요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나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손상 및 결함의 원인을 파악 적절

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피로 손상을 발견 조

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함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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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부품▪결함부품의 결함유형 및 원인

 재료의 손상은 사용조건과 설계상의 사용 소재선택 및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데, 손상의 원인과 유형도 위와 같은 요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재료의 손상진단

과 결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품목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일회성 과부하에 의한 파손과 피로결함

 사용조건을 초과하는 높은 변형률 속도나, 응력속도는 취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는 부품에 순간적인 커다란 충격적인 응력이 가해질 경우 소성변형의 시간적 여유 

없이 급작스럽게  변형이 유발될 경우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

용부품에 가해지는 높은 변형 속도나 응력속도는 부품의 전위이동에 따르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므로 국부적 균열파괴를 일으키는 것이다. 

 금속이 반복 또는 교번응력(交番應力)에 의해 피로크랙(Crack) 발생, 성장, 파단에 이르는 

과정을 피로손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일하중의 파단 응력보다 적은 응력 하에서 파단이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로 파괴의 특성은 반복응력에 의한 피로균열의 진행과 

균열의 성장에 따른 단면감소에 의해 아주 작은 응력에서도 갑작스런 취성파괴(脆性破壞)를 

일으킨다. 피로균열의 시작점은 표면의 개제물이나 흠이므로 부품의 표면상태가 중요하다.

   

 Fig.1.의 a의 축상스프링 절손파단면과 b의 기어헹거 절손파단면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피

로파괴 파단면 특징인 균열면 여닫힘으로 생기는 평활한 균열 전파지역에서 파괴시작점으로

부터 내부로 진행되는 일련의 원형자국(beach mark)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피로에 

의한 손상사례이다. 또한 피로균열의 원인은 Fig.2.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살펴보면 피로

균열 파단면 사진 위 부분과 균열시작점을 유심히 살펴보면 표면 쪽에 미세한 흠이 보인다. 

이 흠이 피로 균열의 시작점으로 하여 균열이 성장 진행 하여 파단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

다. Fig.1.의 c는 기어헹거 제작과정에서 나사도입부의 가공잘못에 의한 노치(notch)발생이 

원인이 되어 운행 중 발생한 일회성 충격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발생한 손상이다. Fig.1.의 

d는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균열이 원인이 되어 운행 중 발생한 일회성 충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발생한 손상이다.

2-2 주조 및 단조 과정에서 생긴 결함

 주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응고 시 용탕에서 방출된 것이나, 주형에서 발생하여 혼입

된 가스에 의해 일어나는 핀 호울과 블로우 호울, 응고 시의 수축에 의해 일어나는 수축공

과 같은 것이 있다. 핀 호울이란 지름 2～3mm이하의기공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블

로우 호울은 그 이상 큰 것을 말한다. 이것들의 기포에는 내벽에 광택이 있는 것, 청색인 

것, 산화해 있는 것 및 모래라든가, 백도제 등과 함께 혼입해 있는 것도 있다. 광택이 있는 

기포는 용탕 중에 용해되어 있던 것으로, 주로 수소가 석출해서 된 것이 많다. 또 주물바가

지(ladle)나 주형 또는 코어 받침(chaplet)이나 냉 금류에 흡착되어 있는 수분의 분해에 의

해 발생하는 기포에 이 종류의 것이 많다. 또한 압탕 설계 잘못에 의한 수축공 등이 다수발

생하고 있다.

    

  몸체에 나타난 결함은 주조과정에서 용탕과 몰드의 반응으로 생성된 가스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생성된 기공이며, 모서리결함의 일부와 군집은 냉각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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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부 결함과모서리 결함의 일부는 운행 중 발생한 피로 크랙으로 사료된다. 내부수축공은 

주조당시 압탕 설계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Fig.4.는 중정비 과정 중 비파괴검사에 의해 발견된 결함을 제거한 후 보수용접을 실시한 

것이 다음 중정비중 발견된 결함의 사진으로 내부기공 및 균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보

수용접을 실시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결함의 올바른 제거방법과 

결함잔류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또한 자분탐상만의 방법으로는 부품의 내부결함검출의 한

계가 존재하며 내부결함검출 및 결함에 대한깊이 측정이 가능한 비파괴방법이 모색되어야한

다.

2-3 용접 손상부품 

 
   

 Macro사진을 보면 용입부족에 의해 내부균열 발생, 운행 중 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onnecting Pipe와 Outer Cylinder 용접 가공 전 Connecting Pipe 모따기등 용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사전 기계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용접

전의 용접을 위한 사전 기계가공 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용접 시 용입 부족과 용합불량이 

유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 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브라켓 모재결함은 주강제품의 결함특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우징 작업 후 

살펴보면 기공이 다수보이는 것으로 보아 표면가까이에 있는 기공에 원인이 되어 균열발생 

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용접부 세로 결함은 Macro, Micro사진에서 보듯이 용접불량 즉 

루트부에 용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며 용접부의 기공과 

게재물 등의 부과적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 운행 중 피로에 의해 성장한 것으로 사료된

다. 용입 부족의 주원인은 설계와 상이한 용접가공에 기인한 것이다.

   

 

  볼스터 앙카 및 기어헹거시트의 결함원인 및 절손원인은 제작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상이한 

용접가공에 의해 용입 부족이 발생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운행 중 균열이 발생 성장하여 

파손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내부결함인 용입 부족 기공 슬래그혼입 등의 결함을 효과

적으로 탐상할 수 있는 비파괴 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3.결함 제거방법 

결함의 완전한 제거는 건전한 보수용접을 얻기 위한 기본적 단계이다. 만약 결함이 잔류한 

상태로 용접 된다면 잔류결함은 다른 결함의 원인이 되어 손상 및 파손의 원인이 될 것이

다. 결함의 제거는 보수 범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수행 되어야한다. 또한 결함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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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그 부위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다란 곡율로 평활하게 grinding을 완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균열제거 중 발생하는 크랙의 진전을 막기 위한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한

다. 크랙 제거 중 발생하는 크랙의 진전을 막기 위하여 크랙의 양단부에 이른바 stop hole

을 뚫어 결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크랙 제거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stop 

hole에 의한 크랙 진전방지 방법은 박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형구조물서 소재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균열상의 결함이 판 두께를 관통하지 않는 경

우에는 stop hole에 의한 크랙진전 방지법은 적용이 곤란하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

하여 결함의 효과적 제거 여부를 실험하였다.    

           

  

  결함의 길이가 30mm이하의 비교적 작은 결함에 대하여 Fig.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함

의 한 끝단에 stop hole을 3mm깊이로 뚫고 그 반대편에서 grinding 하여 결함을 제거 하

는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결함 제거 중 결함의 확대 및 완전 제거 여부는 grinding 하는 중

간 중간 및 종료 후 자분탐상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결함의 길이가 30mm이상의 비교적 큰 결함에 대하여 결함 제거 방법은 Fig. 9와 같이 

결함의 양단부로부터 결함의 중앙부부분을 향하여 grinding에 의하여 결함을 제거하였다. 

두 가지 결함제거방법 모두 균열의 확대 없이 결함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 

4.효과적 비파괴방법

 파손품의 금속손상 진단 및 결함의 원인 분석결과 표면결함인 피로균열과 내부결함인 주조

품의 표면근처의 수축공과 기공, 용접부의 용입 부족이 절손 및 파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표면근처의 수축공과 기공 용입 부족 등은 보수용접 과정에서도 용접중의 열

응력에 의해 균열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이결함을 효과적으로 탐상할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한다. 전동차부품의 특성상 부품의 두께가 두껍고 형상이 복잡하고 부품의 크기가 크기 때

문에 내부결함의 비파괴 방법으로는 초음파탐상법이 유리하다. 표면결함의 탐상법으로는 강

자성체 부품에 대해서는 자분탐상법으로 하고 이외부품은 침투탐상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

다 하겠다.

   그러나 어떠한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모든 결함의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초음파 탐

상과 자분 탐상을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예로 표면 및 표면직하의 결함은 자분탐상법

으로 내부 깊숙한 결함은 초음파탐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또한 표면결함의 경우 결함의 길

이 및 깊이가 중요한데 길이 측정은 손쉽게 측정할 수 있으나 결함의 깊이측정은 결함을 제

거하면서 깊이를 측정하거나 형상이 단순한부품의 경우 초음파법에 의해 측정되고 있으나 

두 방법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로 되고 있다. 결함의 깊이측정을 위해 결함의 발견은 손쉬운 

자분탐상법으로 하고 결함의 깊이측정은 전위차법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한

다. 

5.결론

1) 일회성 과부하에 의한 파손과 피로결함의 원인으로는 표면흠에 기인하는 피로균열과 제

작과정에서의 기계가공 잘못에 의한 노치부 형성 등이 원인이다. 

2) 주조 및 단조 과정에서 생긴 결함 중 표면근처의 수축공과 기공이 절손 및 파손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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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3) 용접 손상부품의 손상원인은 용입부족과 표면근처의 슬레그혼입 기공 등이다. 

4) 손상품의 보수용접은 결함의 완전제거 및 세심한 주의의 용접이 요구되어진다.

5) 전동차부품의 비파괴방법은 어떠한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모든 결함의 발견한다는 것은 어

려우므로 표면탐상법인 침투 및 자분탐상법과 내부결함탐상법인 초음파탐상을  병행하는 방

법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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