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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대형 배관과 기기에 수행되는 

수많은 용접으로 인해 발생하는 용접 잔류응력은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사고의 원인이 된다.(1)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기존 용접법은 개선각도가 

크고, 용접패스가 많아 용접부의 크기가 커지며 

SCC의 원인이 되는 인장 잔류응력을 높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용접변형과 용접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협개선 용접법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용접법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개선 용접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협개선 용접부의 형상에 따라 

용접 시에 발생하는 용접잔류응력과 용접변형의 

결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협개선 용접부의 

형상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도 협개선 

용접 수행 시 다양한 그루브(groove) 형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협개선 용접부 

Key Words: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Narrow Gap Weld(협개선 용접), PWSCC(일차수 응력 부식 

균열), Welding Residual Stress(용접잔류응력). 

초록: 일반적인 용접법은 용접 그루브(groove) 각도가 크기 때문에 용접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배관 용접 시, 용접 그루브 각도가 작고 용접부 비드 폭이 좁은 협개선 용접법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개선 용접법은 용접시간 단축, 용접부 변형과 잔류응력의 감소, 용접 

결함의 감소 등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개선 용접부의 실제 용접 공정을 

모사함으로써, ER308L 용접재의 변형 거동과 용접잔류응력을 비선형 2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예측하였다. 특히 용접방법 및 순서가 다른 두 형상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용접부 폭 넓이 변화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협개선 용접부의 용접 개선과 용접부 결함의 

건전성 평가 등을 위해 적용될 수 있다.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conventional welding techniques can result in welding defects due to the large groove angle 

of the weld. In this context, the narrow gap welding (NGW) technique is applied in the nuclear industry because of its 

inherent merits such as the reduction in welding time and the shrinkage of the weld, and the small deformation of the weld 

resulting from the small groove angle and welding bead width. In this paper, the distribution of welding residual stress and 

deformation behavior of the ER308L weld due to NGW are predicted through nonlinear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in which the actual NGW process is simulated in detail.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the shape of weld, i.e., the width 

of the weld and the shape of the welding groove, on the residual stress are investigated. The present results can be used to 

assess the integrity of defective nuclear components and to improve the welding process.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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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의 차이가 용접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 단계로 

용접이 수행된(single-side weld) 형상과 두 단계로 

용접이 수행된(double-side weld) 형상의 용접방법 및 

순서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협개선 용접부 폭 변화에 따른 잔류응력 분포 

거동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협개선 용접부 

형상에 따른 용접잔류응력과 용접변형 거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협개선 

용접부의 용접 개선과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해 적용될 

수 있다. 

 

2. 유한요소해석 

2.1 해석 대상 

본 논문에서는 국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특정 호기에 적용된 협개선 용접부를 대상으로 

잔류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용접부의 형상이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용접 그루브 형상이 서로 다른 2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2가지 형상은 

국내 가동 중 원전의 협개선 용접을 위해 적용된 

형상이다. Fig. 1(a)는 두께에 대해 내면에서 

외면으로 한 방향 용접이 수행된 형상(single-side 

weld)이며, Fig. 1(b)는 배관의 외면에서 먼저 

용접을 수행한 후에 배관의 내면에 대해 용접이 

수행된 형상(double-side weld)이다. Fig. 1(a)의 배관 

내경은 780mm, 두께는 68mm이고, Fig. 1(b)의 배관 

내경은 787mm, 두께는 76mm이다. 그리고 용접부 

폭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Fig. 1(a)에 나타낸 

용접부 형상에 대하여 폭이 다른 4가지 경우를 

각각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용접잔류응력 및 

용접변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2는 용접부의 

폭이 w/t=0.27, 0.3, 0.4, 0.5로 서로 다른 4가지의 

형상을 나타낸다. Fig. 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w는 용접부의 폭, t는 배관의 두께를 의미한다. 

모든 경우에 대해 두께는 68mm로 동일하며, 적층 

순서 및 용접 그루브 각도 또한 동일하게 

고정하였다. Fig. 2(a)의 w/t=0.27인 경우는 용접부 

폭이 18.5mm이며, Fig. 2(b)는 w/t=0.3인 경우로 

용접부 폭이 20.4mm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Fig. 2(c)는 w/t=0.4로 용접부 폭이 27.2mm, Fig. 

2(d)는 w/t=0.5로 34mm의 폭을 갖는 형상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해석 대상으로 고려한 협개선 용접부 

배관 모재의 소재는 SUS316LN 스테인리스강이며, 

ER-308L로 용접되었다. 

 

 

 
(a) 

 

 
(b) 

 
Fig. 1 Geometry and welding bead sequence of narrow     

gap weld: (a) single-side weld and (b) double-side 
weld (unit: mm) 

 

 
 

(a)                  (b) 
 

 
 

(c)                  (d) 
 

Fig. 2 Geometries of narrow gap weld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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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Typical FE meshes employed in the present study: 
(a) single-side weld and (b) double-side weld 

 

 

2.2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Ver. 6.9-1(2)을 사용하여 유한요소 온도해석과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주방향 열구배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이용하였다. 또한, 4절점 축대칭 요소(4-

node axisymmetric element, DCAX4 for temperature 

analysis and CAX4 for stress analysis in ABAQUS 

element library)를 사용하였으며, 용접 절차서에 

주어진 용접 비드(bead) 적층 순서와 비드 크기를 

동일하게 모사하였다. Fig. 3에 대표적인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었다. 먼저 Fig. 3(a)는 한 단계로 

용접된 형상의 유한요소 모델이며, 해석에 사용된 

절점 수는 13099개이고, 요소 수는 12867개이다. 

또한 Fig. 3(b)는 두 단계로 용접한 형상의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낸다. 여기서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의 

절점 수는 11375개이며, 요소 수는 11162개이다. 

용접해석의 경우에는 용접공정에 따라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온도 의존적 열 및 기계적 

물성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 물성치를 나타낸 것으로 국내 및 

국외에서 수행한 재료 물성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구한 것이다.(3) Fig. 4(a)는 온도에 따른 재료의 

탄성 계수이고, Fig. 4(b)는 항복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용접공정에 따른 비드 생성을 

모사하기 위하여 용가재(filler metal)에 의한 각 

패스별 용접금속 생성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용접 비드의 입열을 모사하기 위해 

체적 열유속(body heat flux)을 적용하였다.(4) 각 

용접 패스별 체적 열유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b) 

 

Fig. 4 Material properties with varying temperature: (a) 
elastic modulus and (b) yield strength 

 

 

( )
tA

VI
mWQ

∆
=

ν

η3                        (1) 

 

여기서, η는 용접 효율이며 V는 용접 전압 그리고 

I는 용접 전류를 의미한다. 또한 A는 각 용접 

비드의 단면적, ν는 용접 속도, ∆t는 용접 시간을 

나타낸다. 체적 열유속 값은 용접 절차서에 

제시된 전압과 전류 값을 기반으로 계산한 후 

실제 용접부 및 모재 경계부 온도 조건에 맞게 

수정하였다. 

용융비드  초기  온도는  용융점  온도  이상인 

1800°C를 적용하였고, 입열 시간은 용접 속도의 

역수를  사용했으며 ,  냉각시간은  각  패스만큼 

용접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약 2 0 0 0초로 

간주하였다. 이때에 각 용접 패스에 대한 냉각 

시간은 용접 절차서에서 제시하는 패스 간 최대 

온도(maximum interpass temperature)를 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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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Comparison of weld residual stresses based      
on body heat flux with those based on bead 
temperature: (a) inner surface, (b) outer surface 
and (c) fusion center line 

 
설정하였다.(5) 또한 온도 해석 시에는 최대 온도 

변화(maximum allowed temperature change per time 

step)를 65°C로 설정하였다. 

용접부 열전달 해석 시 용착이 진행됨에 따라 

대기와의 자연 대류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하였으며, 

대류 열전달 계수 값은 h=28.4W/m2K를 적용하였다.(6)  

이와 같은 온도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응력 해석 시에는 배관 양 끝단을 

완전히 구속하였고, 등방성 경화(isotropic hardening) 

효과를 고려한 탄소성 유한요소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용융점을 

응력 풀림(annealing) 온도로 설정하였으며, 기하학적 

비선형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3)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체적 열유속을 

이용하여 용접 공정을 모사하였다.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잔류응력 분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용접 공정 중 발생하는 용접 

비드의 온도를 직접 부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잔류응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의 타당성을 간접 검증하였다. 

이 때에 적용된 모델은 체적 열유속을 이용한 해석 

시 사용한 모델과 동일하며, 부가된 최대 용접 

비드의 온도는 1800°C이다. 이는 용접 공정 중 

비드에서 발생하는 온도에 해당한다. 두 방법으로 

구한 결과를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배관 내면에서의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비교한 것이고, Fig. 5(b)는 배관 외면, Fig. 5(c)는 

용접부 중심에서 두께 방향을 따른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체적 열유속을 

이용한 잔류응력 해석 결과는 용접 비드 온도를 

직접 부가하여 얻은 잔류응력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적 열유속을 이용한 

해석 방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용접공정 

해석 시 온도를 이용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면 해석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기에 향후에는 온도를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구하는 방법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석 결과 

3.1 Groove 형상이 미치는 영향 

Fig. 6은 Fig. 1(a)와 Fig. 1(b)에 나타낸 바와 같은 

용접부  형상  차이에  따른  용접잔류응력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6(a)는 한 단계로 용접이 

수행된(single-side weld) 협개선 용접부 내면에서의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Fig. 6(b)는 두 

단계로 용접이 수행된(double-side weld) 협개선 

용접부 배관 내면에서의 용접잔류응력 분포이다. 

두 경우 모두 용접부와 모재부의 경계 구간에서 

피크 (peak)  값의  잔류응력이  발생하였고  이는 

모재부로 갈수록 점점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단계로 용접이 수행된 경우, 내면에서의 최대 

축방향 잔류응력은 약 242MPa 이었으며 원주방향 

잔류응력은  최대값이  약  112MPa  이었다 .  두 

단계로 용접이 수행된 경우에는 축방향 최대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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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응력이  230MPa이고  원주방향  잔류응력의 

경우 최대값이  약 295MPa으로 나타났다. 용접 

방법에 따라 축방향 최대 잔류응력은 분포 형상과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원주방향 

잔류응력의 경우에는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최대 

크기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7(a)는 한 단계로 용접된 협개선 

용접부 외면에서의 용접잔류응력 분포이고, Fig. 

7(b)는  두  단계로  용접된  협개선  용접부  배관 

외면에서의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배관의 외면에서는 한 단계 용접의 경우 축방향 

최대  잔류응력이  용접  경계면에서  2 6 7M P a 

이었으며, 원주방향 잔류응력의 경우 최대값이 약 

312MPa이었다. 두 단계로 용접이 수행된 경우는 

최대  축방향  잔류응력이  약  1 9 0M P a ,  최대 

원주방향 잔류응력은 약 280MPa이었다. 이처럼 

외면 잔류응력의 경우, 한 단계로 용접을 수행한 

경우가  두  단계로  용접을  수행한  경우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잔류응력의 

분포 형상은 내면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가지  용접법  모두  축방향과  원주방향 

잔류응력이 모재부에서 용접 toe 쪽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모재부와  용접부의  경계에서 

 

  
(a) 

 
(b) 

 

Fig. 6 Wel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at inner surface: 
(a) single-side weld and (b) double-side weld 

 
(a) 

 
(b) 

 

Fig. 7 Wel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at outer surface: 
(a) single-side weld and (b) double-side weld 

 
 

 

 
(a) 

 
(b) 

 

Fig. 8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along the fusion center 
line: (a) single-side weld and (b) double-side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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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값을 보였다. 또한 Fig. 6과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접부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원주방향 

잔류응력은 0에 가깝게 수렴하지만 축방향 

잔류응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된다. 이는 

기하학적 구속에 의한 것으로 실제 용접 공정과 

해석에서는 배관 시편의 양 끝단이 축방향으로 

완전 구속되기 때문에 용접부에서 멀어지더라도 

이러한 구속으로 인해 축방향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원주 방향으로는 기하학적 

구속이 없기 때문에 용접부 근처에서만 용접 

공정중의 불균일한 온도변화로 인해 잔류응력이 

발생하며, 용접부에서 멀어질수록 잔류응력이 0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용접 두께를 따른 잔류응력 분포는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a)는 Fig. 1(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한 단계 용접을 수행한 경우로, 모든 두께 영역에서 

축방향 및 원주방향 인장잔류응력이 발생하였으며, 

Fig. 8(b)는 Fig.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단계 

용접을 수행한 경우로, 두께의 중심부에서 축방향 

압축잔류응력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용접 그루브 형상 차이에 따른 용접잔류 

 

 

 
(a) 

 
(b) 

 

Fig. 9 Wel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for various weld 
width at inner surface: (a) axial stress and (b) 
hoop stress 

응력 해석 결과, 내면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측면에서는 

두 방법 중 내면에서 외면으로 한 단계 용접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3.1 용접부 폭이 미치는 영향 

Fig. 9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접부 폭을 

4가지로 변화시킨 경우에 대한 협개선 용접부 

내면에서의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Fig. 

9(a)는 배관 내면의 축방향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접 중심부와 

모재부에서는 용접부 폭이 넓을수록 잔류응력 값이 

차례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용접부와 

모재부의 경계 구간에서는 용접부 폭이 좁을수록 

잔류응력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9(b)는 원주방향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용접 중심으로부터 약 -30mm ~ +30mm 구간에서는 

용접부 폭이 넓을수록 잔류응력 값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모재부에서는 용접부 폭이 좁아질수록 잔류응력 

값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모재부 

에서는 축방향과 원주방향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용접부에서는 용접부 폭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결과가 대략 50MPa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a) 

 
(b) 

Fig. 10 Wel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for various 
weld width at outer surface: (a) axial stress and 
(b) hoop stress 

 



용접부 형상이 협개선 용접부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641 

 
(a) 

 
(b) 

 

Fig. 11 Wel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for various 
weld width along the fusion center line: (a) 
axial stress and (b) hoop stress 

 
Fig. 10은 협개선 용접부 배관 외면에서의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Fig. 10(a)는 

축방향 용접잔류응력 분포이다. 이는 Fig. 9의 내면 

분포와는 달리, 용접부에서는 폭의 영향에 따라 

잔류응력의 분포가 근소한 차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용접부 폭의 영향을 뚜렷하게 구분 짓는 

경향을 보이진 않았다. 모재부에서는 용접부 폭이 

넓을수록 잔류응력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10(b)는 원주방향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용접부에서는 축방향과 마찬가지로 

폭의 영향에 따른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재부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거의 일치하는 잔류응력 

분포를 보였다. 

Fig. 11은 용접부 중심에서 두께 방향을 따른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t는 배관의 

두께이며 x/t = 0은 배관 내면을 의미하고, x/t = 1은 

배관 외면을 의미한다. Fig. 11(a)는 축방향 

용접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내며, Fig. 11(b)는 원주방향 

용접잔류응력 분포이다. Fig. 9의 내면 잔류응력 

분포에 나타낸 바와 같이, x/t가 0에 가까울 때에는 

용접부 중심에서 폭이 넓어짐에 따라 잔류응력 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x/t가 1에 

가까워질수록 축방향과 원주방향 잔류응력 분포 모두 

크기와 경향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배관 내면 잔류응력 분포에는 용접부 폭이 큰 

영향을 미쳤으나 외면 잔류응력 분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세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용접이 

수행된 협개선 용접부의 용접잔류응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용접부 폭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용접잔류응력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Groove 형상이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해석을 

수행한 결과, 배관 내면에서의 축방향 용접잔류응력 

분포에서는 한 단계로 용접한 경우와 두 단계로 

용접한 경우 모두 잔류응력의 분포나 최대값의 

크기가 비슷하였으나, 원주방향에서는 한 단계로 

용접을 한 경우가 두 단계로 용접한 경우에 비해 

잔류응력 최대값이 2배 이상 감소했다. 또한 배관 

외면에서는 두 방법 모두 잔류응력의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한 단계로 용접한 경우가 두 단계로 

용접한 경우의 잔류응력 값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배관 내면에서의 PWSCC 측면에서는 한 

단계로 용접하는 것이 두 단계로 용접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부 폭이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배관 내면에서의 축방향 용접잔류응력 

분포에서는 용접부와 모재부의 경계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폭이 넓을수록 잔류응력 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원주방향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폭이 넓을수록 잔류응력 값이 증가했고, 

모재부에서는 폭이 좁을수록 미세한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배관 내면의 모재부에서는 축방향과 

원주방향 용접잔류응력의 분포 차이가 근소했지만, 

용접부에서는 폭 변화에 따라 약 50MPa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배관 외면의 용접부에서는 

축방향과 원주방향 모두 폭의 변화에 따른 뚜렷한 

경향이 없었으며, 모재부에서는 축방향의 경우 폭이 

넓을수록 잔류응력 값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용접부 

중심에서 두께 방향을 따른 용접잔류응력 분포 역시 

축방향과 원주방향 모두 용접부 폭의 변화에 따라 

비슷한 크기와 경향을 보였으며, 배관 내면에서 

외면으로 갈수록 폭에 대한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협개선 용접부의 

용접형상과 용접방법을 최적화하고 향후 협개선 

용접부의 용접 결함 평가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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