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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effects of preventive maintenance schemes on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in dissimilar 
metal welds. Dissimilar metal weld is known susceptible to PWSCC and thus, effective maintenance schemes to 
prevent PWSCC are needed. Three preventive maintenances schemes, i.e. weld overlay, MSIP and inlay weld which
are widely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are selected and their effects on welding residual stresses are investigated
via finite element analyses. As results, weld overlay and MSIP were proved effective method to mitigate residual 
stresses and inlay weld, on the other hand, produces strong tensile residual stresses in the inner surface. Although
Alloy 690 known to be resistant to PWSCC are used in inlay weld, continuous careful observation are needed since
tensile welding residual stresses are key parameter for PW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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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V.C. Summer, Ringhals, Tsuruga 및 영광 등

의 가압경수로(PWR) 이종금속용접부에서 일차수응

력부식균열(PWSCC)로 판명되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1-5). PWSCC는 재료의 민감도, 인장하중 및 수화학 환

경의 3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발생하며 한 가

지 조건이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1,4,6). 
가압경수로 이종금속용접부는 부식환경에 민감한 Alloy 
600계열 재료로 용접되며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서

는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용접부 내면

은 고온, 고압의 수화학 환경에 노출되므로 균열 발생 
잠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업 운전 중인 발전소에

서는 PWSC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종금속용접부

에 대한 예방정비 방법을 제안 또는 적용하고 있다
4,7-12).
대표적인 예방정비 방법에는 덧씌우기 용접(WOL, 

Weld overlay), 기계적응력개선법(MSIP, Mechanical 
Stress Improvement Procedure), Inlay/Onlay 용접, Laser 
shock peening, Water jet peening 및 고주파가열잔류

응력개선법(IHSI, Induction Heating Stress Improvement) 
등이 있으며, 현재 국내 원전에는 WOL 만이 적용되

고 있다. WOL은 이종금속용접부 배관의 강성을 보강

하고,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 압축잔류응력을 가하여 

PWSCC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신뢰성이 높아 

국내외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13). MSIP 및 In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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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은 아직 국내에서 적용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 및 
일본에서 검증 및 적용 되었다8-9). WOL이 용접시간 

및 비용문제로 가압기 이종금속용접부와 같은 중/소 

구경 이종금속용접부에 적용되는 반면, MSIP 및 Inlay
용접은 원자로 입/출구 이종금속용접부와 같은 대구

경 배관에 적용 가능하므로 향후 국내 원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Laser shock peening 및 water jet peeing
은 표면 처리 기술이므로 이종금속용접배관의 형상 

변형과 야금학적 조직 변화 없이 이종금속용접부 표

면에 압축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잔류응력 

완화 효과가 표면에 한정되고, 장비 개발 및 제어에 

비용 부담이 크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MSIP, 
Inlay 용접과 비교하여 국내 원전에 적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IHSI 방법은 일본에서 개발 및 적용

되었으나14) IHSI를 적용한 용접부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US NRC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PWR에 적용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이종금속용접부 예방

정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적용이 예상되

는 덧씌우기 용접, MSIP 및 Inlay 용접을 대상으로 각 
방법이 이종금속용접부 잔류응력분포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가압기 밀림관 

이종금속용접부를 대상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여 각 예방정비 방법이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였다. 

2. 해석대상 및 재료

2.1 해석대상

Fig. 1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 원전 가압기 밀

림관 이종금속용접부에 대한 형상을 보여준다. 밀림

관 이종금속용접부는 가압기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Fig. 1(a)) Fig. 1(b)와 같이 노즐(nozzle), 안전단(safe 
end), 배관(piping)과 같은 다양한 기기로 구성된다. 가
압기 노즐은 배관과의 연결을 위해 일차적으로 안전

단과 이종금속용접을 통해 용접된다. 이 때, 저합금강

인 노즐과 스테인레스강인 안전단과의 용접 성능 향상

을 위해 노즐 끝단에 버터링 용접(buttering welding)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며 그 후, Alloy 600계열의 용접재인 

Alloy 82/182로 용접(이종금속용접)을 수행한다. 그리

고 안전단과 배관은 스테인레스강계 용접재인 Er309L 
재료로 용접(동종금속용접)된다. Fig. 1(b) 및 (c)는 WOL

   

   (a) (b)

(c)

Fig. 1 Geometry of dissimilar metal weld in surge 
nozzle considered in this work

Table 1 Dimensions for surge line nozzle
Inner radius (ri) 142 mm
Thickness of pipe (tp) 35.7 mm

Inner radius (ri) / Thickness of pipe (tp) 4.0
Thickness of WOL (tWOL) 18 mm

이 포함된 밀림관 노즐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WOL은 

PWSCC에 대한 저항성이 큰 Alloy 690계열의 용접재

료인 Alloy 52/152 재료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WOL, MSIP 및 Inlay 용접이 이종금

속용접부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 보수용접을 가정하였으며, Fig. 
1 (b) 및 (c)에서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 위치한 보수 

용접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밀림관 이종금속용접부에 

대한 상세 제원은 Fig. 1(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
요 제원인 노즐 내경(ri), 배관 두께(tp) 및 WOL의 두

께(tWOL)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재료

Table 2는 국내 원전 가압기 밀림관 노즐에 사용된 

각 기기별 재료를 보여준다. Table 2에서와 같이 밀

림관 노즐은 저합금강(low alloy steel), 스테인레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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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F316L used in this work. Note that solidus temperature is 1420℃, liquidus temperature 
is 1460℃ and latent heat 300kJ/kg

Temp.
(℃)

Density
(kg/m3)

specific
heat

(kJ/kg℃)

heat conductivity 
(W/m℃)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Thermal expansion 
×10－6

(mm/mm/℃)

0%
proof strength

(MPa)
20 7970 0.460 14.9 195.0

0.27

15.3 243.6
100 7940 0.505 16.3 190.0 16.2 203.0
200 7900 0.531 17.9 183.0 17.0 168.1
300 7860 0.545 19.4 175.0 17.6 149.4

400 7810 0.558 20.9 168.0 18.1 139.7
500 7770 0.567 22.1 160.0 18.5 129.1
600 7720 0.578 23.6 151.0 18.9 123.5
700 7680 0.587 24.9 140.0 19.3 116.5
800 7630 0.595 26.3 130.0 19.4 112.1
900 7580 0.624 26.9 117.0 19.7 70.5

1000 7540 0.639 27.5 100.0 20.0 27.2
1100 7490 0.656 28.7 80.0 20.3 13.1
1200 7440 0.671 29.8 57.0 20.6 7.9
1420 7320 0.703 32.3 2.0 21.4 2.6
2000 6500 0.703 323.0 2.0 21.4 2.6

Table 2 Materials used in each component
Component Material

Nozzle SA508 Cl.2
Buttering Alloy 182

Dissimilar Metal Weld Alloy 82/182
Safe End F316L
Similar Metal Weld Er 309L
Piping TP316
WOL, Inlay Alloy 52M

(stainless steel) 및 다양한 용접재가 사용된다. 버터링 
및 이종금속용접부에 쓰이는 Alloy 82/182는 니켈기 

합금(Ni-based alloy)인 Alloy 600에 대한 용접재료로

서 용접성 및 인성이 높아 설계 당시 사용되었다. 그
러나 최근 이종금속용접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균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Alloy 600계열 재료는 PWSCC
에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WOL 및 Inlay 용
접에 사용될 재료는 Alloy 600재료에 Cr 함량을 높여 

PWSCC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 Alloy 690계열 재료

(Alloy 52/152)가 사용된다. Alloy 52M은 Alloy 52 용
접재에서 발생하는 고온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

기 위해 개발된 재료이다.
용접은 국부적으로 용융점 이상의 고온에서 수행되

므로 유한요소 용접잔류응력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상온에서 용융점이상의 넓은 온도 범위에 대한 

기계/물리적 재료 물성이 필요하다. Table 3은 본 연

구에서 고려한 F316L 재료의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

을 보여준다. 
재료 물성은 문헌15-17), 설계 코드18) 및 제작사의 실

험값19)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3. 예방정비방법 및 유한요소 해석

3.1 WOL
WOL은 비등경수로(BWR)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레스 강 배관에서 발생하는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 미국 원전에 최초 적용

되었다. PWR에는 1993년 최초로 적용되었으며13), 국
내 원전의 경우에도 2009년 고리 1호기 가압기 노즐

에 최초 적용된 이후 확대 적용 중이다. WOL은 1) 두
께 보강을 통해 배관의 기계적 강성을 보강하고, 2) 
PWSCC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재료(Alloy 690계열)
를 사용하여 기존 이종금속용접부 완전 관통 균열 시 

PWSCC에 대한 추가 균열 진전을 억제하며, 3) 이종

금속용접부 내면에 압축 잔류응력을 야기하여 균열 

성장 및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WOL 
수행에는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고온관 및 

저온관 노즐과 같은 대구경 배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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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며, 이로 인해 국내 원전에서도 가압기 밀림관, 
안전/방출 및 분무노즐 이종금속용접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3.1.1 WOL 두께 및 길이 설계

현재 WOL은 ASME B&PV Code, Sec. XI, Code 
Case N-740에 따라 설계된다20). 이 때, WOL의 두께는 

ASME Sec. XI의 IWB-3640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정

하며, IWB-3640에서는 파이프 벽 두께의 75% 이하 

균열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한 WOL의 

두께는 Eq. (1)∼(3)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1)

 ≤  (2)

 ≤  (3)

여기서 tp는 용접부가 있는 배관의 두께를, tWOL은 오

버레이 용접부의 두께를 나타내며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q. (1)∼(3)은 용접부가 360° 완전 관통균열

이 되었다는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 코드 조건을 만

족하는 WOL 두께로서 WOL의 두께는 배관 두께의 

1/3 이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축 방향 균일 하중을 받는 배관에서 균열 등에 의

한 국부 응력 집중이 충분히 사라지기 위한 거리는 

로 알려져 있다20). 여기서 ro 및 tp는 배관 

외경 및 두께를 나타낸다. 따라서 용접부 균열을 가

정하면 오버레이용접부의 길이는 용접부 폭 및 

를 합한 길이가 된다. 그러나 이종금속용접부

와 인접한 거리에 동종금속용접부가 있으므로 WOL 
길이는 동종금속용접부 끝단에서 배관방향으로 

를 적용한다.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weld overlay

3.2 MSIP
MSIP는 1986년 AEA Technology Engineering Services, 

Inc.에서 개발한 기술로서 용접부에 영구 변형을 가하

여 기계적으로 응력 분포를 개선하는 방법이다10). 기
계적 응력 개선 방법은 원주방향 용접부에 벽면방향 

굽힘 하중 (through-wall bending)을 가함으로써 용접

부 내면에는 압축 잔류응력이, 외면에서는 인장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용접부 내면에서 두께 방향

으로 50% 이내의 위치에 있는 영역에서의 잔류응력

을 개선할 수 있다. 
MSIP는 ANL(Argonne National Labs) 및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로부터 잔류응력 개선 효과

가 있는 방법임을 인증 받았으며,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에서 잔류응력 개선 방법으로 승인받았다6). 이 
방법은 다른 완화 방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

에 경제적이며, 빠른 작업 시간으로 인해 작업자의 피

폭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MSIP는 비등경수로에 널

리 적용되었으며, 1986년 이후 응력부식균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가압경수로(PWR)에 대한 MSIP 적용은 VC Summer 

원전 고온관(hot leg) 노즐 이종금속용접부에 2002년 

최초 적용되었으며 이후 Calvert Cliffs 원전 등에 적

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MSIP가 적용된 사

례가 없으며, 따라서 사전 평가 차원에서 기계적 응

력 개선 방법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2.1 MSIP 설계

기계적 응력 개선 방법은 지그를 통해 배관에 원

주방향으로 압축 영구 변형을 가하며, 이를 통해 배

관 내면에 압축 잔류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Fig. 
3(a)는 MSIP에 사용되는 지그를 나타내며 Fig. 3(b)
에서와 같이 용접부에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지

그(또는 tool)를 통해 압축 변위를 가하게 된다. 이 때 

MSIP 특허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그의 위치 및 압축 

변위를 설명하고 있다9).
- 지그에 의해 하중이 가해지는 면의 중심에서의 영

구 변위는 원주방향으로 0.2∼2.0% 정도여야 한다.
- 응력이 개선될 용접부의 중심 및 하중이 전달되는 

지그의 중심사이의 거리는 배관 두께의 2∼12배가 

되어야 한다.
- 지그 끝단 (또는 하중 밴드의 끝단)은 용접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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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MSIP jig and (b) schematic diagram for 
application of MSIP

으로부터 적어도 두께방향의 반 이상은 떨어져 있

어야 한다. 

3.3 Inlay 용접

WOL 및 MSIP가 응력 개선을 통해 PWSCC를 예

방하는 정비 방법이라면, Inlay 용접은 PWSCC에 민

감한 재료를 부식 환경으로부터 격리(isolation) 시킴

으로써 PWSCC를 예방하는 정비 방법이다. 이 밖에 

Inlay 용접은 노즐 내면 국부 영역에서 수행하는 작

업이므로 대형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접근성 문

제로 인해 WOL 및 MSIP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Inlay 용접은 WOL에 비해 용접량

이 적으므로 대구경 노즐에서 비용/작업 시간 면에

서 경제성이 높다.
Inlay 용접 보수는 기존 Alloy 600계열 재료일부를 

제거(excavation)하고 그 부분에 Alloy 690을 용접 육

성(build-up)하는 방법으로서 Fig. 4에서 도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3.1 Inlay 용접 설계

Inlay 용접에 대한 설계 조건은 ASME B&PV, Sec. 
XI, Code Case N-766에서 확인할 수 있다22). CC N-766
에서는 Inlay 용접의 최소 요구 두께를 1/8 inch (3 
mm)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때 두께 방향으로 최소 

2개의 층으로 용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Inlay 용
접부의 두께는 해석을 통해 증명된 길이의 두 배 또

는 기존 용접부 끝단에서 1/4 inch (6 mm) 중 큰 값

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766에서 제시하는 

Inlay 용접의 설계 조건은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4 Typical design of Inlay weld in ref [20]

3.4 유한요소 해석

3.4.1 유한요소 잔류응력 해석 절차

일반적으로 가압기 밀림관 노즐은 공장에서 버터

링 용접 후 후열처리(PWHT, Post Weld Heat Treatment)
를 겪게 된다. 후열처리를 통해 버터링용접으로 인한 
잔류응력이 거의 제거되면 노즐은 안전단과 이종금

속용접을 통해 연결된다. 이 때, 제작 시 용접부에 균

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 용접(repair weld)을 통

해 기존 용접부를 제거하고 용접을 통해 빈 공간을 

메우게 된다. 안전단과 연결된 노즐은 현장에서 배관

과 동종금속용접을 통해 연결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설치된 노즐은 현장에서 운전압의 1.25배에 해

당하는 수압시험을(hydrostatic test) 받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WOL, MSIP 및 Inlay 용접의 잔

류응력 완화 효과를 비교/분석 하는 것이며, 각 예방

정비 방법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시 다음과 같은 가

정을 하였다. 
- 버터링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무시

- 이종금속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무시

- 동종금속용접에 의한 잔류응력 무시

- 내면 360° 보수용접 가정

버터링 용접에 의해 발생한 잔류응력은 일반적으

로 후열처리에 의해 거의 제거된다. 평가 코드인 R6
에서는 저합금강의 경우 후열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50MPa 이하의 잔류응력이 남는다고 제시하고 있으

며23), 따라서 후열처리가 된 해석 대상에 대해서는 

버터링 용접을 생략할 수 있다. 
내면 보수용접을 수행하게 되면 보수용접부에 강

한 인장잔류응력이 남는다. 이 때, 이종금속용접에 의

한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보수용접을 수행한 경우와, 
이종금속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을 무시하고 보수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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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잔류응력만 고려한 경우, 이종금속용접부에 

발생하는 잔류응력 분포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선행 연구 결과, 두 경우에 대해 용접부 내면 잔

류응력 분포는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4). 
이는 보수용접 시 기존 용접부의 일부를 제거하면서 

잔류응력이 재분배 및 완화 되었기 때문에 용접부 외

면에서의 차이를 제외하면 잔류응력 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종금속용접부에 

의한 잔류응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동종금속용접은 안전단 길이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종금속용접부 잔류응력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는 동종금속용접 시 동종금속용접부의 수축으

로 인해 노즐 벽면에 두께방향 굽힘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안전단의 길이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25).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예방정비 방법

에 따른 잔류응력 완화 효과의 비교/분석이기 때문

에 경제적인 해석을 위해 동종금속용접을 생략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서 용접부 
두께의 40% 깊이 및 원주방향 360° 길이의 보수용접

을 가정하였다.
이 밖에 소성안정해석(shakedown analysis) 및 수압

시험(hydro-static test)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은 생략

하였다. WOL 적용 후 가압기 노즐이 반복하중에 대

해 소성변형을 보이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온 조

건에서 운전조건으로의 4차례의 반복하중에 대한 소

성안정해석을 수행한 선행 연구 결과 노즐은 소성변

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성안정해석을 생략하

였다7). 그리고 수압시험 역시 가압기 노즐과 같이 반

경/두께비가 5 이하인 노즐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

기 때문에 수압시험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생략하

였다7,12,26).

3.4.2 유한요소 잔류응력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잔류응력 해석을 위해 상용 유한요

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였다. 유한요

소 해석 시 일련의 비드는 ABAQUS에서 제공하는 요

소 재 생성 기술(model change option)을 통해 구현하

였다. 용접에 의한 열해석은 잠열을 고려해야 하므로 

잠열 계산에 정확한 1차 요소를 사용하였으며26,27), 
체적 플럭스를 통해 입열을 가하였다. 입열 시간 및 

입열량은 용접절차시방서(WPS,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를 통해 산출하였다. 냉각 시간은 최대

층간온도(Maximum inter-pass temperature)인 170℃
를 넘지 않게 설정하였으며 자연 대류 조건(h＝10W/ 
m2K)을 적용하였다. 응력 해석 시 재 용융에 따른 응

력풀림효과(Annealing effet)는 ABAQUS에서 제공하

는 “Anneal Temperature”옵션을 통해 구현하였다. 그
리고 용접 해석 시 변형량이 크지 않으므로 비선형 

기하형상은 고려하지 않았다16,26).
재료 거동은 증분소성이론(incremental plasticity 

theory)을 따르며 바우싱거효과(Bauchinger’s effect)를 

고려하기 위해 비선형 이동성 경화 모델(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model)을 사용하였다16,28).

Fig. 5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유한요소 망을 나타

낸다. 보수용접부는 40% 깊이에 대해 실제 비드 면

적(18 mm2)을 고려하여 20개의 비드로 모델링하였

다. Overlay 용접 시 WOL의 두께 및 길이는 3.1절의 

조건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이 때, WOL은 Fig. 5(b)
와 같이 6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1개의 층에 40개의 

비드를 고려하였다. 
Fig. 6은 기계적 응력 개선 방법을 고려할 때, 본 연

구에서 고려한 지그의 위치를 보여준다3.2). 절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지그는 이종금속용접부의 중심에서 

배관 두께의 2∼12배 만큼 떨어져야 하며, 지그 끝단

에서 이종금속용접부 중심까지의 거리가 최소 배관

두께의 반 이상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서는 지그 폭이 동종금속용접부를 포함하므로 Fig. 6

(a)

(b)

Fig. 5 (a) Finite element model for weld overlay 
analysis and (b) design of weld bead

Fig. 6 Finite element model for MSIP analysis. Note 
that red line represents displacement-applied 
region by MSIP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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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a) Finite element model for inlay weld analysis 
and (b) design of weld bead

과 같이 동종금속용접부 양쪽으로 밴드를 설계하였

으며9), 지그 폭은 배관 두께의 1.9배로 설정하였다. 
Fig. 7은 Inlay 용접에 대한 유한요소 망 및 비드 설

계를 보여준다. Inlay 용접부의 두께는 3.3절에 따라 

3mm 로 설계되었으며 Fig. 7에서와 같이 2개의 층으

로 구성되며 1개의 층에 8개의 비드가 사용되었다.

3.4.3 유한요소 잔류응력 해석 방법 검증

용접잔류응력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은 열 해석 및 

응력 해석과 관련된 많은 변수를 포함하므로 해석 결

과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Bricstad 등은 용융선(fusion line)으로부터 2∼3mm 

지점에서 용접 중 800∼900℃의 최고 온도를 나타낸

다고 하였으며 이 지점을 HAZ(열영향부)로 정의하였

다16). 따라서 유한요소 해석 시 용융선으로부터 2.5mm
에서 최고온도가 850℃가 되도록 입열량을 제어하였

으며 이 때, ABAQUS에서 제공하는 “UVARM”기능

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이 밖에 응력해석은 기존 보고서 및 논문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24-26). 대부분의 기존 연구 결과는 안

전단 없이 노즐 및 배관이 이종금속용접으로 연결되

어 있으므로 같은 형상을 모사하여 잔류응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용접잔류응력 해석 결과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예방정비 방법(WOL, 

MSIP, Inlay 용접)이 이종금속용접부 잔류응력 분포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잔류응력 

분포는 이종금속용접부 중심면에서 두께방향으로의 

축방향 및 원주방향 잔류응력을 구하였으며, Fig. 7(b)
에서와 잔류응력 추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예방정비방법의 정성적인 효

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석을 

위해 이종금속용접 및 동종금속용접에 대한 시뮬레이

션을 생략하였다. 즉, 보수 용접 및 각 예방정비 방법

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각 예방정비 방법의 정량적

인 완화 효과보다는 정성적인 효과 및 그 원리를 중

심으로 결과를 검토하였다.

4.1 이종금속용접부 내면 보수 후 잔류응력 분포

Fig. 8에서 실선은 이종금속용접부 내면 보수 용접 

(a)

(b)

Fig. 8 Effects of weld overlay on the residual stresses 
in dissimilar metal weld. (a) axial and (b) hoo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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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축 방향 및 원주 방향 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보수 용접부에서는 축 방향 및 원

주 방향으로 강한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는 

보수 용접부가 축 방향 및 원주 방향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 비드 수축 시 용접부에 인장 잔류

응력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실제 보수 용접

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

수 용접부 내면에는 재료의 항복강도 값에 해당하는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4.2 WOL이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Fig. 8에서 “심벌＋실선”은 보수 용접된 이종금속

용접부에 WOL를 수행하였을 때, 축 방향 및 원주 방

향으로 발생하는 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Overlay 용접 비드는 냉각 시 수축을 하게 되며, 따

(a)

(b)

Fig. 9 Effects of MSIP on the residual stresses in 
dissimilar metal weld. (a) axial and (b) hoop 
direction

라서 이종금속용접부를 축 방향 및 원주 방향으로 압

축하게 된다. 이로 인해 overlay 용접은 이종금속용

접부 잔류응력 분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Fig. 
8에서와 같이 보수 용접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노즐 

내면의 강한 인장 잔류응력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overlay 용접부에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강한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이는 overlay 용접

부가 냉각할 때 노즐에 의해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4.3 MSIP가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Fig. 9에서 “심벌＋실선”은 보수 용접된 이종금속

용접부에 MSIP를 수행 하였을 때, 축 방향 및 원주 

방향으로 발생하는 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 때, 
배관에는 원주방향으로 배관 직경의 0.2%, 1.0% 및 

2.0%에 해당하는 영구변형을 가하였다. 그림에서와 

(a)

(b)

Fig. 10 Effects of inlay weld on the residual stresses 
in dissimilar metal weld. (a) axial and (b) 
hoo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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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조물에 기계적 응력 개선 방법을 가하면 이종

금속용접부 내면에서는 압축 잔류응력이, 외면에서는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계적 응력 개선을 하였을 때 변형이 발생하는 지점

에서 원주방향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이종금속용접부 
단면에 굽힘 하중(through-wall bending)을 가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MSIP는 일반적으로 배관 내면에서 

50% 이내 범위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MSIP로 인한 

변형량이 증가할수록 이종금속용접부에 가해지는 굽

힘하중은 증가하므로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 가해지

는 잔류응력 완화 효과 역시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

한 완화 효과는 Fig. 9에서와 같이 1.0% 영구 변형에

서 그 영향이 포화(saturation)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4 Inlay 용접이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Fig. 10에서 “심벌＋실선”은 보수 용접된 이종금속

용접부에 Inlay 용접을 수행 하였을 때, 축 방향 및 원

주 방향으로 발생하는 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 
때, open symbol은 Inlay 용접을 수행하기 전 이종금

속용접부 내면을 제거하였을 때(excavation)의 잔류응

력분포를 나타내며, closed symbol은 최종 Inlay 용접

이 완료되었을 때의 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을 제거하면 잔류응력 재분배

(re-distribution)로 인해 기존 잔류응력 분포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Inlay 용접을 위해 제거되는 기존 이종

금속용접부 면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Fig. 10에서와 같

이 잔류응력 재분배 정도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종금속용접부 내면 제거 후 Inlay 용접을 수행하면, 
주변 구조물에 의해 Inlay용접부는 수축에 구속을 받

게 된다. 따라서 Fig. 10에서와 같이 Inlay 용접부에는 

강한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Inlay 용접은 

잔류응력을 완화하기 보다는 PWSCC 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PWSCC를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Inlay 용접부에 발생하는 인장 잔류응력은 중

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설계 및 건설 당시 
부식 저항성 및 인성 등이 우수하여 사용된 Alloy 600
계열 재료에서 PWSCC가 다수 발생한 최근 사건을 

고려한다면,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는 용접부는 지

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nlay 용
접이 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Alloy 690계열 재료를 사

용한다 하더라도, Inlay 용접부에는 강한 인장 잔류응

력이 발생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전 가압기 밀림관 이종금속

용접부를 대상으로 PWSCC 예방정비 방법인 WOL, 
MSIP 및 Inlay 용접이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밀림관 이종금속용접부 내

면 보수용접을 가정하여 WOL, MSIP 및 Inlay 용접 

수행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각 예방정비 

방법이 이종금속용접부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각 예방정비 방법이 이

종금속용접부 잔류응력 분포에 미치는 정성적인 영

향을 분석/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석을 

위해 이종금속용접 및 동종금속용접에 대한 시뮬레

이션은 생략하였으며, 따라서 보수 용접 및 각 예방정

비 방법만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WOL을 수행하면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서의 잔

류응력이 완화된다. 이는 overlay 용접부가 수축할 

때, 이종금속용접부에 축 방향 및 원주 방향으로 압

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overlay 용접부는 수

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overlay 용접부에서는 축 

방향 및 원주 방향으로 강한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

하게 된다. 그러나 overlay 용접부는 이종금속용접

부에 관통균열이 발생하는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냉각재로부터 차단되며, PWSCC 저항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Alloy 690계열 재료가 사용

되므로 overlay 용접부에 발생하는 인장 잔류응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MSIP를 수행하면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서의 잔류

응력이 완화된다. 이는 MSIP가 이종금속용접부에 

벽면방향 굽힘하중을(through-wall bending) 가하기 

때문이다. 이종금속용접부 인근 지점에서 원주 방

향으로 수축하게 되면 벽면 방향으로 굽힘하중이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서는 

압축력이, 외면에서는 인장 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MSIP는 배관 내면에서 50% 이하 범위에 대

해 효과적인 예방정비 방법이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 

1.0%의 원주방향 변형량에서 MSIP의 효과가 포화

(saturation)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종금속용접부 내면에 Inlay 용접을 수행하면 Inlay 
용접부에는 강한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Inlay 용접은 PWSCC 저항성이 높은 Alloy 690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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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부식환경으로부터 Alloy 600 
계열 재료를 차단하여 PWSCC를 예방하는 정비 방

법이다. 그러나 원전 설계 및 건설 당시 부식 저항

성 및 인성 등이 우수하여 사용된 Alloy 600계열 재

료에서 PWSCC가 다수 발생한 최근 사건을 고려한

다면,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고 부식환경에 접하고 
있는 용접부는 PWSCC 발생 잠재 가능성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nlay 용접이 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Alloy 690계열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Inlay 용접부에는 강한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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