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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기 피로부하에서 F82H 강 TIG 용접 접합부의 피로손상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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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Reduced activation ferritic/martensitic steels are recognized as the primary candidate structural materials 
for fusion blanket systems. Welding is an inevitable for breeding blanket for pressure tightness and radioisotope 
confinement. Especially, TIG welding was chosen for sealing because it has the largest gap allowance compared 
to the other welding methods, and its properties are controllable by feed wire and welding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low cycle fatigue test using two-type gage such as extensometer and strain gage was applied to 
the TIG welded joint of F82H steel, for evaluating fatigue damage accumulation behavior of the HAZs. As 
the result, the over-tempered HAZ have shown a higher fatigue damage accumulation compared with other 
materials at all the tes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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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세계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

상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대량소비로 유지되고 있고, 18

세기후반의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

부분의 에너지소비를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으나 가용 가능한 자원이 유한한 것에 반해,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2010년에서 2035년 사이 1/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1)되고 있어 대체에너지원의 개

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

는 새로운 에니지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대

되면서 핵융합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의 측면에서 핵에너지 개

발은 고유의 문제인 방사성물질의 발생과 취급 및 처리

문제로 인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재료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핵융합로용 재료로서 우수한 내

조사특성 및 고온특성을 만족하고, 경제성에 대한 요구

에 대응 가능한 것을 전제로 중성자조사에 의한 재료의

유도방사화 수준을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관점에서 개발한 것이 저방사화재료이

다. 저방사화재료 중, 저방사화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강 (Reduced activation ferritic / martensitic steel,

이하 RAFs) 은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이하 ITER)

및 핵융합실증로의 구조재료로서 사용하기 위해 Fe-Cr-

Mo계 내열강의 주요성분에서 장수명 핵종이 되는 원

소 (Mo, Nb 등) 를 단수명 핵종을 생성하는 W, Ta로

치환하여 방사화를 저감시키고, 고온에서 우수한 기계

적 성질을 가지도록 개선한 구조재료로 8Cr2WVTa 계

연 구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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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apes of U-shaped groove (a) and welding path 
(b)

C Si Mn Cu Ni Cr Mo W V Nb Ta Al N

F82H 0.09 0.07 0.1 0.01 0.02 7.84 0.003 1.98 0.19 0.002 0.04 0.01 0.003

TIG wire 0.07 0.11 0.52 0.01 0.01 7.46 <0.005 2.00 0.20 <0.005 0.02 0.003 0.0069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F82H) and TIG wire (wt.%)

인 F82H 강이 개발되어 현재 ITER 테스트 블랭킷 모

듈 (Test blanket module, 이하 TBM) 및 핵융합실

증로의 구조재료로써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4)
.

블랭킷은 3중수소의 생산과 함께 열에너지의 인출 및

중성자의 차폐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복잡한 형상의

냉각채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밀성을 가지는 박스형

의 구조물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용접접합은 필수 불가결

한 공정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수냉 고체증식 (Water

cooled solid breeding) 방식의 ITER-TBM 제작에 있

어 TIG (Tungsten inert gas) 용접과 EB (Electron

beam) 용접의 적용이 고려하고 있다5). F82H의 이들

용접접합에 대한 적정의 용접조건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사효과를 포함한 기계적/물리적 특성 규명에 집중적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용접

접합부에서 기계적 성질의 저하가 보고되고 있어, 용접

접합에 의한 재료 성질의 손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특히, TBM 의 운전에 기인한 기계적 손상의 주요

요인은 피로손상으로 나타나기에 TBM의 구조적 설계

를 위해서는 용접 접합부의 피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시 되고 있다6).

용접공정에서 수반되는 용접열에 의하여 용접접합부

의 금속조직은 모재의 초기 조직에서 복잡하게 변형되

게 된다7-10). 특히, F82H의 TIG 용접부는 용접금속

(Weld metal, 이하 WM), 조대 결정립 열영향부 (Coarse-

grained heat affected zone, 이하 CGHAZ), 미세 결

정립 열영향부 (Fine-grained heat affected zone,

이하 FGHAZ), 오버템퍼드 열영향부 (Over tempered

heat affected zone, 이하 OTHAZ) 및 모재 (Base

metal, 이하 BM) 조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 용접에 의한 이들 조직들은 기계적 특성을 복잡하

게 변화시켜 접합부에서의 손상기구 역시 상당히 복잡

하게 되어 접합부의 정확한 피로수명예측이 곤란한 것

이 사실이다. 모재, 용접금속 및 HAZ 에서 시험편을

채취한 특성 평가가 시도되고 있으나, 반복부하가 작용

되어야 하는 피로시험편의 경우 일정크기 이상의 체적

을 요구하고 있어, HAZ 영역에서도 국부적으로 형성되

는 여러 금속조직에 대한 개별적 피로특성 평가를 수행

하는 것은 곤란하여 접합부 조직별로 피로거동을 분석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82H 강의 TIG 용접부의 금

속조직별 피로손상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

어용 연신율계 (Extensometer) 와 함께 용접 조직별

로 변형률 게이지(Strain Gage) 를 추가로 부착한 변

형률제어 저주기피로 (Low Cycle Fatigue, 이하 LCF)

시험을 수행하고, 비커스 경도 (Vickers Hardness, 이

하 Hv) 시험을 통한 경도분포도와 광학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여 용접접합재의 금속 조직별 피로손상에 따른

변형거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사용 재료 및 시험편

2.1 사용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공시재는 일본원자력연구기구 (Japan

Atomic Energy Agency) 에서 개발된 F82H-IEA

heat
4)
RAFM (이하, F82H) 강을 모재로 한 TIG 용

접된 평판의 용접부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였으며, 모재

인 F82H 와 TIG Wire의 화학적 구성은 Table 1 과

같다. TIG 용접은 15 mm 의 F82H 평판에 Fig. 1 의

(a) 와 같은 U 형 그루브 (Groove) 를 절삭 가공하

여, (b) 의 형상으로 5층의 TIG 용접층을 형성하였다.

각각의 용접층은 동일방향의 1회 path 로 형성되었고

용접 path 간의 온도는 250 ℃ 로 path 간 온도관리

로 TIG 용접이 수행되었으며, 세부적인 TIG 용접조건

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Fig. 2 는 TIG 용접 접합

부의 광학현미경 관찰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용접 path

에 의한 5 층의 용접금속 층을 중심으로 열영향부와 모

재로 구분이 되며, 열영향부는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용접금속에서 모재 측으로 조대결정립 조직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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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metal thickness 15 mm

Groove type U-type (width 13 mm)

Polarity DC - SP

Current 207 - 300 A (Pulse)

Voltage 9 - 10 V

Welding speed 80 mm/min

TIG wire diameter ∅ 1.2 mm

Remaining heat 200 -250 ℃

PWHT 720 ℃× 60 min

Fig. 2 Macrograph of TIG weld joint

Table 2 Welding conditions for TIG welding of F82H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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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position of specimen at the wel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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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cture of bonded strain gage on specimen.

세결정립 조직을 형성한 후 모재와의 경계에서는 오버

템퍼드 열영향부를 형성하는 다수의 금속조직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편은 평행부 직경 4 mm, 평

행부 길이 12 mm 의 Button-head 형식의 환봉시험

편을 사용하였으며, 시험편의 상세치수는 Fig. 3 에 나

타내었다. 경도측정 결과 및 조직관찰을 통하여 모재,

용접금속, HAZ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표점거리 내에

WM 또는 HAZ 가 위치할 수 있도록 용접평판의 중앙

에서 Fig. 4 와 같이 용접선의 직교방향으로 시험편을

채취하였다. 각 시험편에 대한 시험결과는 Fig. 4 의 (a)

와 같이 용접금속을 중심으로 채취한 시험편은 TIG-

WM, 열영향부를 중심으로 채취한 (b) 시험편은 TIG-

Joint, 모재는 BM 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3. 실험 방법

3.1 저주기 피로시험

저주기 피로시험은 최대부하용량 30 kN 의 서보모

터 제어 시험기를 이용하여 변형률제어로 수행되었으

며, 제어 변형률은 분해능 0.1 ㎛, 표점간거리 12 mm

의 접촉식 연신율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모재 및 용접

접합부의 각 조직별 피로부하에 대한 변형손상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5 와 같이 변형률제어를 위한 연

신율계와는 별도로 표점거리 2 mm 의 다중채널 변형

율 게이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피로부하에 대한 각 조직

별 변형거동을 관찰하였다. 피로시험조건은 모재와 용

접재 모두 시험편의 축방향으로 연신율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변형률속도 1 × 10
-3
/s, 삼각파형의 완전양진

변형률 제어 조건에서 ASTM E 606
12)

규격에 따라

저주기 피로 시험을 실온에서 수행하였다. 이 규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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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단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완전파단, 탄성계수

법, 표면균열의 성장크기 및 응력감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Rie
13)

등은 저주기 피로에서 피로수명을 파단

될 때까지의 반복수 대신 시편에 균열이 형성되어 재료

가 현저히 취약해질 때까지의 반복수를 임계수명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였고, Chopra
14)

등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균열성장의 가속화를 지적하

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균열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2

단계 균열전파 구간에서 각 반복수의 최대인장 응력값

이 감소하는 변화율 추세를 기준으로 인장 응력값이 추

세선의 25 % 범위 이하로 감소하면 균열전파에 의하

여 재료가 현저히 취약해진 것으로 규정하여 해당 시점

의 반복수를 피로수명으로 하였다.

3.2 인장강도, 경도시험 및 조직관찰

용접접합재의 인장시험은 Fig. 5 와 같이 연신율계와

변형률 게이지를 함께 설치한 상태에서 연신율계를 기

준으로 ASTM E 8 규격에 따라 수행하였다. 용접접합

부의 각 조직별 경도분포도에 대한 맵핑 (mapping)

은 비커스 경도시험으로 수행하였으며, 피로균열의 전

파 경로와 용접접합부 조직 간의 상관을 파악하기 위하

여 시험후 시험편을 축 방향으로 절단하여 피로균열 부근

에 대한 광학현미경 (Optical microscope, 이하 OM)

관찰을 행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인장강도 및 경도시험 결과

용접접합재에 대한 인정시험 결과를 Fig. 6 에 나타

내었다. TIG-Joint 시험편의 인장강도는 529 MPa

이였으며, OTHAZ의 인장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장강도 이후, HAZ 와 모재는 넥킹에 의하여 지속적

으로 연신되는 반면, 용접금속의 변형률은 스프링 백 (Spring

back) 과 같은 현상을 보였다.

F82H 의 TIG 용접접합부의 비커스 경도 시험결과

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모재는 평균 Hv 220 정도

의 균일한 경도분포를 나타낸 반면 HAZ 는 Hv 170~

200 으로 경도 저하를 나타내었고, WM 은 Hv 210~

250 으로 모재 보다 경도가 증가되었다. 특히, 모재와

HAZ 가 접하는 경계인 OTHAZ 는 가장 낮은 경도를

나타내 경도분포도 측면에서 모재와 용접부를 구분 짓

는 계곡과 같은 경도연화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저주기 피로시험 결과

F82H 모재와 TIG 용접부에서 채취한 시험편들의

LCF 시험결과를 Fig. 8 에 나타내었다. Fig. 4 의

(b)와 같이 시험편의 중심에 HAZ 가 위치하는 용접접

합부 시험편 (TIG-Joint)은 모재와 유사한 피로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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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으나, 연신율계의 표점거리 범위에 용접금속이

대부분을 이루는 Fig. 4 의 (a) 와 같은 TIG-WM 시

험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극심한 피로수명의 저하를 보

였다.

Fig. 9 는 전변형률 (∆ ) 1.0 % 의 변형률 제어

LCF 시험에서의 응력진폭 (∆ ) 의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모든 시험편에서 반복연화거동이 관찰되었다.

TIG-WM 시험편의 경우, TIG-Joint 시험편에 비해 상

대적으로 반복연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초기응력

과 균열전파 과정에서의 응력진폭은 모재에 비해 약 20

% 가량 증대된 반면, TIG-Joint 시험편은 균열진전에

의한 반복연화거동이 모재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0 는 LCF 시험 후, TIG-WM 과 TIG-Joint

시험편의 균열진전부에 대한 용접부 단면을 OM 관찰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용접

시험편들은 모재와 HAZ 가 경계를 이루는 OTHAZ 에

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Fig. 7 의 비커스경도 분포도

에서 낮은 경도치 계곡을 나타낸 OTHAZ 영역을 따라

균열이 전파되었다. 변형률제어로 수행된 LCF 시험에

서 TIG-WM 시험편의 경우, 연신율계의 접촉위치가

OTHAZ 위 또는 표점거리 범위 밖에 위치하였음이 확

인되어 재료물성으로의 의미는 없지만, 용접부재의 형

상과 OTHAZ의 위치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피로파괴

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어 용접설계시 OTHAZ

의 위치결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4.3 용접 조직별 피로손상 분석

TIG-Joint 시험편을 접촉식 연신율계의 전변형률

(∆ ) 을 0.4 % 로 제어하여 변형률 게이지로부터 계

측된 각각의 금속 조직별 전변형률을 Fig. 11 에 나타내

었다. 표점거리가 12 mm 인 접촉식 연신율계의 전변형률

과 조대결정립 (CGHAZ) 과 미세결정립 (FGHAZ) 으로

형성되어 있는 열영향부 (Fig. 11 의 HAZ) 의 전변형률

은 0.4 % 로 일정하게 제어되었으나, WM 과 연신율계

의 측정범위 외부에 위치하는 모재 (Fig. 11 의 Outer

BM)의 전변형률은 제어변형률 보다 약 13 % 낮은 전변

형률을 나타내었고, 반복수가 증가될수록 WM 의 전변

형률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OTHAZ 와 연신

율계의 표점거리 내에 포함된 모재 (Fig. 11 의 Inner

BM)의 경우, 변형률 제어량 보다 증대된 전변형률로

LCF 시험이 진행되었다. 특히 OTHAZ 의 경우 제어



저주기 피로부하에서 F82H 강 TIG 용접 접합부의 피로손상거동

대한용접․접합학회지 제33권 제6호, 2015년 12월 541

47

WM

HAZ,WM,Inner BM

EM, Outer BM

OTHAZ

Inner BM EM

OTHAZ

(Δεt=0.4%)

Extensometer (EM)
WM
HAZ
OTHAZ
Inner BM 
Outer BM

Extensometer (EM)
WM
HAZ
OTHAZ
Inner BM 
Outer BM

0.4

0.3

0.2

0.1

0.0

100

Number of cycles to failure, Nf [cycles]

101 102 103 104

P
la

st
ic

 &
 e

la
st

ic
 s

tr
ai

n
 r

an
g
e
, 
Δ

ε
t[

%
]

Fig. 12 Relations between the strain range (∆ , ∆ ) 
and the number of cycles to failure ( ) for 
each region of weld joint

변형률보다 약 20% 증대된 전변형률을 나타내었으며

균열진전 단계에서는 더욱 증대되는 현상을 보였다.

전변형률 (∆ ) 은 탄성변형률 (∆) 과 소성변형률

(∆) 성분으로 이루어지며, 완전양진 반복부하에 의

한 소성변형은 Bauschinger 효과로 나타나 응력-변형률

선도는 히스테리시스 루프 (Hysteresis loop) 형태를 보

이게 된다. ∆ 0.4 % 로 제어된 LCF 시험의 히스테

리시스 루프로부터 금속조직별로 각각의 반복수에 대응

하는 탄성변형률 (∆ ) 과 소성변형률 (∆) 진폭을

산출한 결과를 Fig. 12 에 나타내었다. 탄성변형이 지배

적인 전변형률 0.4 % 의 변형률 제어 LCF 시험에서

WM 은 작용한 반복부하에 대해서 소성변형이 거의 없

는 탄성영역 내에서만 변형거동이 진행되었으며,

OTHAZ 와 연신율계의 표점거리 내에 존재하는 모재

(Inner BM) 는 다른 금속조직에 비해 소성변형률이 높

은 변형거동을 나타내었고 반복수가 증가될수록 소성변

형량은 더욱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변형률제어 LCF 시험의 용접 조직별 전변형률과 탄

성변형률 및 소성변형률을 비교한 결과로부터 OTHAZ

에서 피로손상에 따른 변형거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과 소성변형이 다른 금속조직에 비해 크게 누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Fig. 8 의 (A) 와 같이 극

심한 수명저하를 나타낸 TIG-WM 시험편의 경우, 평

행부의 대부분이 용접금속이면서 평행부에 존재하는 모

재의 체적량이 다른 시험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소

성변형의 대부분이 OTHAZ 에 집중되고, 반복적인 소

성변형에 의한 피로균열 발생 및 진전이 OTHAZ 에서

가속화 되어 극심한 수명저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TIG 용접접합에 의한 F82H 의 구조물 제작

시 접합부재의 형상에 따라 OTHAZ 의 피로수명이 제

어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구조물 설계시 접합부의 형

상 및 위치에 따라 통상의 용접접합재의 피로수명 평가

법으로 취득한 피로수명 데이터 보다 낮은 수명에서 파

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통상 용접합부는 다수의 이종조직을 형성하고, 이들

조직이 형성되는 영역이 협소하여 조직별 특성평가가

곤란한 이유로 다수의 이종조직을 포함하는 시험편으로

획득한 특성치를 모재 및 용접금속 만으로 이루어진 시

험편의 특성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당 접합법의 유효

성을 검토하는 것이 평가기법의 한계였다. 본 연구에서

는 변형률제어 LCF 평가에 있어 변형률을 제어하는

연신율계와 함께 다중채널 변형률 게이지를 추가로 설

치하여 저주기 피로부하에서 F82H강 TIG 용접접합부

의 피로손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다중채널 변형률 게이지를 이용하여 변형률제어

저주기 피로부하에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TIG용접부

의 이종조직별 변형거동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 전변형률을 0.4 % 로 제어한 LCF 시험에서 오

버템퍼드 열영향부의 전변형률은 제어변형률보다 약

1.2 배 이상 증대되었다.

3) F82H 강 TIG 용접접합부의 저주기 피로손상은

모재와 HAZ의 경계인 오버템퍼드 열영향부에 소성변

형에 의한 피로손상이 집중되어 피로균열 발생 및 진전

에 의한 피로파괴가 일어났다.

4) TIG 용접접합에 의한 F82H 구조물 설계시, 오

버템퍼드 열영향부에서의 지배적인 피로손상 거동을 고

려한 접합부의 형상 및 위치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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