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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으로 구조물의 용  시에는 합부의 용융을 

해 열이 가해지고 국부 인 용융과 열 도 과정에 따

른 불균일 온도분포가 발생하게 된다1). 이런 과정에 

의해 열변형의 불균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 원인으로 인

하여 열응력이 유발되고, 이 응력에 의한 소성변형이 구

조물에 잔류하게 된다. 그리하여 용 부 냉각 후 구

변형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용 변형은 구조물의 외 을 해칠 뿐만 아니라 

좌굴강도에 심각한 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 용

변형으로 인하여 조립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정 한 구조물의 제작을 하여 실제 가공

에 따른 오차를 여야 하며 이를 해 용  변형량의 

정확한 측과 사  여유치(마진) 고려가 필수 이다.

  재 국내 선박의 경우 그 기능상 선장  의장 등과 

같은 배  작업에 소요되는 시수가 많으며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일반 선박과 달리 스테인리스 스틸(STS, 

Stainless Steel)  듀 스 스테인리스 스틸(Duplex 

Stainless Steel) 등의 스테인리스계 배 이 많이 사

용되는데, 스테인리스계 배 은 물성치 특성으로 인해 

탄소강 배 보다 변형에 휠씬 민감하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해서는 이러한 스테인리스계 이  용 변형 

제어가 필수 이며, 이를 해서는 오스테나이트계  

듀 스계 이 의 맞 기 용 시 변형 특성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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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계 이  맞 기 

용  시 길이 방향 수축변형과 각 변형이 상당량 발생

하고 재 단  단  삽입 등과 같은 수정 작업이 발생

하여 이로 인해 생산성 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스테인리스 스틸 용 과 련된 연구는 

용 기법인 GTAW(Gas Tungsten Arc Welding)와 

련된 생산성 향상연구2-4) 와 스테인리스 스틸 이  

용 시 퍼징 등과 련하여 발생하는 부식문제5,6) 에 

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변형과 

련된 연구의 경우 고유 변형도 기반의 간이 해석법을 

활용한 탄소강 주의 연구7)와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합 에 해서 변형과 수축에 한 연구8) 정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즉, 본 논문에서 심이 있는 스테인리스

계의 변형과 련된 연구는 최근 미미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스테나이트계  듀 스계 

이  맞 기 용  시 발생하는 수축변형을 측정하여 

변형의 주된 인자를 악하 으며 이를 토 로 변형 

측식을 정립을 한 기  데이터를 확보하 다. 한, 

이러한 측정 결과를 토 로 스테인리스계 강의 변형 해

석 모델을 정립하여 오스테나이트계  듀 스계의 

변형 특성을 악  비교하 다.

  

2. 사용시편과 실험내용  고찰

2.1 사용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테인리스계 이  용  재료

는 Table 1과 같다. 사용한 이 의 기하 정보와 용

부 상세는 아래의 Fig. 1과 같다. Table 2는 본 연

구에서 사용된 STS 316L과 STS Duplex의 물성치를 

나타내는데 STS 316L이 STS Duplex에 비해 열 도

성  항복강도는 낮고, 열팽창계수가 크다. 용 에 사

용되는 용 재 역시 기본 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동일

하게 나타난다. 실제 수축을 일으키는 역은 용 부에

서 모재와의 구속 등으로 나타나는데 일반 으로 항복

강도의 경우 모재보다 용 재가 크게 나타난다.(실험에 

사용한 용 재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하지만 모재 

Pipe type Diameter
(mm)

Thickness
(mm)

Groove angle
(Degree, °)

Root face
(mm)

Root gap
(mm)

STS
316L

3″-10S 88.90 3.05

60~90 1±1 3 (+1, -2)

12″-10S 323.85 4.78

12″-40S 323.85 9.53

24″-10S 610.00 6.35

STS
Duplex
S31803

45φ 45 4.00

54φ 54 4.50

80φ 80 7.00

130φ 130 11.00

Table 1 Pipe specimens for experiments

Diameter

Thickness

Groove angle (º)

Groove width

Root gapRo
ot

 fa
ce

Fig. 1 Schematic figure (geometrical information of the test pipe) and shape of welding groove



Austenite  Duplex Stainless Steel Pipe 원주 용 시 변형 특성 비교 : 실험  검토 

한용 ․ 합학회지 제40권 제2호, 2022년 4월  143

 용 재의 체 인 물성에 한 경향성 자체는 동일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물성치의 차이로 인해 두 재료의 

변형 특성은 다를 것으로 측된다. 여기에 한 분석

을 본문에서 상세히 진행하겠다.

2.2 실험방법

  효과 인 용 부의 수축량을 측정하기 하여, 용 에 

방해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블록을 용  심(Welding 

Seam) 좌우로 각각 150 mm 씩 떨어지게 하여 용  

시작부터 용  종료 후 상온까지 각 Pass 별로 용  

수축량을 측정하 다. Fig. 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Pipe clock 치에 붙여진 블록과 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2.3 실험 결과 고찰

  2.3.1 그루  단면 (AG)과 입열량

  Fig. 3은 아크 개시에서부터 최종패스 용 까지 연

속 으로 입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GTAW(Gas Tun- 

gsten Arc Welding) 모니터링 시스템9)을 사용하여 

측정된 STS 316L과 STS Duplex의 Pass 1-1 용

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용

조건의 요한 변수인 입열량을 계산하 다. 각 패스별 

용 형을 통하여 각 패스별 입열량 QPL을 계산하

다. 그리고 각 패스별 용 길이를 고려하여 총 입열량 

QTPL을 계산하 다. 총 입열량 QTPL은 모든 패스의 비

드 단  길이당 입열량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10). 이 

총 입열량의 계산식은 아래의 식 (1)과 같으며 각 

라메터의 정의는 아래에 명시하 다. 이 식을 이용하여 

각 재질에 따른 총 입열량 QTPL을 다음의 Table 4에 

나타내었다.

 
  





 ∙ 
  





 ∙ 


  





 ∙ 

 

(1)

STS 316L STS Duplex S31803

Thermal
properties

Specific heat
at 20∼100℃ 0.50 J/g℃ 0.42 J/g℃

Thermal conductivity
at 20∼100℃ 16.2 W/m℃ 19 W/m℃

Thermal coefficient of
linear expansion 20∼100℃ 16.6×10-6 /℃ 13.7×10-6 /℃

Mechanical 
properties

Density 8.00 g/㎤ 7.88 g/㎤

Tensile strength 480 MPa 620 MPa

Yield strength 235 MPa 450 MPa

Elongation 52 % 25 %

Modulus of elasticity 
in tension 200 GPa 190 GPa

Table 3 Mill certification of weld filler

(a) Chemical composition                                                               (Unit : %)

Weld metal C Si Mn P S Cu Ni Cr Mo
AWS A5.9 ER316L

(STS 316L) 0.02 0.41 1.81 0.016 0.010 0.02 13.33 19.21 2.58

AWS A5.9M ER2209
(Duplex) 0.012 0.41 1.44 0.017 0.001 0.06 8.6 23.0 3.29

(b) Mechanical properties

Weld meta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AWS A5.9 ER316L
(STS 316L) 441 579 42.2

AWS A5.9M ER2209
(Duplex) 601 778 36.1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STS 316L and STS Du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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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Pass 1-i 의 입열량

      : Pass 1-i 의 용 길이

   : Pass 1-1에서 Pass 1-n까지 Pass 1 체의 

용 길이

     : Pass 2-j 의 입열량

      : Pass 2-j 의 용 길이

   : Pass 2-1에서 Pass 2-n까지 Pass 2 체의 

용 길이

     : Pass 3-k 의 입열량

      : Pass 3-k 의 용 길이

   : Pass 3-1에서 Pass 3-n까지 Pass 3 체의 

용 길이

  두 재질의 변형특성을 악하기 해 용착 속의 양

으로 고찰해 보았다. 동일 그루  단면 (AG)을 이용

하여 분석하 는데 그루  단면 은 아래 Fig. 4와 같

고 주요 라메터로 식 (2)와 같이 정의하 다11). 

 

    ×






tan 




  ×  






 ×  




    
(2)

Block

Welding
seam

Gage length
(300mm)

P00:00

P06:00

P03:00P09:00

P01:30

P04:30P07:30

P11:30

Pipe clock

Fig. 2 A position of blocks and gage length measurement and pipe clock

Welding current (A)Welding current (A)

Welding voltage (V)Welding voltage (V)

(a) STS 316L                                                             (b) STS Duplex

Fig. 3 Waveform of welding for STS 316L and STS Duplex

Table 4  QTPL for STS 316L and STS Duplex

Pipe type QTPL (kJ/mm) Pipe type QTPL (kJ/mm)

STS
316L

3″-10S 1.964

STS
Duplex
S31803

45φ 2.449

12″-10S 2.547 54φ 4.843

12″-40S 8.709 80φ 5.889

24″-10S 4.120 130φ 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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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Groove width (mm) 

   : Root gap (mm) 

   : Root face (mm)

    : Groove 내의 단면  (mm2)

  STS 316L 12“-40S와 STS Duplex 80Φ를 제외

하고, 체 으로 비슷한 스   직경에 해 실제 

STS Duplex의 입열량이 STS 316L에 비해 약 

24~160% 정도 입열량이 다소 크게 측정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일 그루  단면 (AG)에 용착

속을 채우기 해서는 STS Duplex가 STS 316L보

다 열 도성이 크기 때문에 STS 316L이 상 으로 

많은 입열량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

러므로, 동일 입열 조건이라면 STS Duplex가 STS 

316L보다 용 변형이 작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교

를 정확히 하기 해서는 동일 그루  면 에 해 이

루어져야 한다. Table 5는 이 실험이 STS 316L  

(12″-10S)  STS Duplex(54φ)에 두 재료에 하

여 비슷한 두께와 개선 면 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다. Fig. 5는 입열 측정결과 동일한 그루  단면

(AG)에 하여 STS Duplex가 이 실험의 경우 최소 

약 90% 이상 많은 입열량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2 용 부 수축량 비교 

  (1) 그루  단면  AG와 용 부 수축량 S의 계

  그루  단면  AG와 용 부 수축량 S의 계를 고찰

하기 해 동일 AG를 지니는 STS 316L (12″-10S- 

2)과 STS Duplex (54φ-1)의 용  시 각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 △GL  평균  용  수축량 S를 

측정  비교하 다.

  Table 6은 STS 316L (12″-10S-2) 모델에 한 

각 패스별 측정 치에 한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 △

GL을 나타낸 것이다. Fig. 6은 STS 316L의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과 평균 용 부 수축량 S를 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Table 7은 STS Duplex 54φ-1의 각 

패스별 측정 치에 한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 △GL

을 나타낸 것이다. Fig. 7은 STS Duplex의 패스별 표

거리 변화량과 평균 용 부 수축량 S를 보인 것이다. 

  STS 316L의 수축량이 STS Duplex보다 약 40% 

정도 큰 것을 Fig. 6과 Fig. 7의 각 실험의 평균  

수축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선 논의된 것처럼 동일 

그루  단면  AG를 채우는데 열 도계수가 작은 STS 

316L이 상 으로 큰 입열량이 요구된다. 리 알려

진 것처럼 용  입열량은 실제 용  수축과 가장 큰 상

계를 보이는 변수이다. 이런한 이유로 이 결과는 

충분히 상할 수 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STS 

316L과 STS Duplex 이  용 시 동일한 그루  

단면 이라면 STS 316L의 용  수축량이 상 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 다.

RG (Root gap)

2θ (Groove angle)

GW (Groove width)

θ

RF (Root face)

Spacing between ruler's scales : 1mm

t (Thickness)

Fig. 4 Schematic drawing of the groove cross-section of the welded part and the actual specimen

Thickness (mm) AG (mm2)

STS 316L (12″-10S-2) 4.78 24.82

STS Duplex (54φ-1) 4.50 23.48

0

2

4

6

0

10

20

30

40

50

STS 316L
(12''-10S-2)

STS Duplex
(54 Ф -1)

Q
TP

L
(k

J/
m

m
)

AG

Q TPL

A
G

(m
m

2 )

Fig. 5 AG, QTPL for STS 316L and STS Duplex at the 
same AG

Table 5  Thickness, AG for STS 316L and STS Du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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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은 동일 그루  단면  AG를 가지는 STS 

316L과 STS Duplex에 하여 AG   용  수

축량 S를 보인 것이다. 실제 그루  단면 의 경우 두 

시험편의 차이는 약 5% 수 으로 겅의 동일한 면 으

로 보아도 무방한 수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축량은 약 40% 이상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동일 그루  단면  AG에 

해 STS 316L의 용  수축량이 보다 큰 이유)에 

한 원인을 본 연구에서는 재료  특성에 기인한 이유라

고 단된다. 술한 바와 같이 STS 316L은 STS 

Duplex 비 열 도 계수가 약 17% 작은 반면, 상온

열팽창계수는 오히려 약 21% 크다. 즉, STS 316L은 

STS Duplex에 비하여 열 도 계수가 작기 때문에 재

료에 입열이 되었을 때 열이 상 으로 빠른 속도로 

도되지 못하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상황

Pipe 
clock

⊿ GL (mm)

Initial Pass1-1 Pass1-2 Pass1-3 Pass1-4 Pass1-5 Pass2 Pass3 Final-1 Final-2

P00:00 0 -0.36 -0.47 -0.57 -0.96 -1.07 -1.51 -1.91 -2.13 -　

P01:30 0 -0.79 -0.34 -0.10 -0.45 -0.31 -1.15 -1.69 -1.87 -　

P03:00 0 -0.38 -0.60 -0.66 -0.69 -1.36 -2.04 -2.42 -2.56 -2.58

P04:30 0 0.00 -0.39 -0.46 -0.57 -0.87 -1.54 -1.96 -2.11 -2.13

P06:00 0 0.01 -0.35 -0.75 -0.90 -0.86 -1.30 -1.67 -1.87 -1.89

P07:30 0 -0.01 -0.10 -0.81 -1.07 -1.10 -1.50 -1.85 -2.08 -2.12

P09:00 0 0.06 -0.01 -0.53 -1.31 -1.42 -1.85 -2.22 -2.45 -2.44

P10:30 0 -0.09 0.01 -0.27 -1.24 -1.45 -1.85 -2.20 -2.42 -2.42

Table 7 △GL for each pipe clock (STS Duplex 54Ф-1)

Pipe 
clock

⊿ GL(mm)

Initial Pass1-1 Pass1-2 Pass1-3 Pass1-4 Pass1-5 Pass1-6 Pass2 Pass3 Final

P00:00 0 -0.12 -0.33 -0.24 -0.35 -0.36 -0.47 -0.75 -1.09 -1.61 

P03:00 0  0.20  0.12 -0.14 -0.43 -0.48 -0.47 -0.56 -0.83 -1.51 

P06:00 0  0.02  0.11 -0.01 -0.35 -0.46 -0.59 -0.65 -0.90 -1.57 

P09:00 0 -0.37 -0.27 -0.20 -0.17 -0.26 -0.52 -0.70 -0.99 -1.69 

Table 6 △GL for each pipe clock (STS 316L 12″-10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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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팽창계수가 오히려 크기 때문에 상 으로 머

물러 있는 열이 많은 STS 316L의  변형량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단된다.

  (2) 총 입열량 QTPL과 평균  횡 수축량 S의 계

  Table 8과 Fig. 9는 동일 총 입열량 QTPL을 가지는 

STS 316L(12″-10S-2)과 STS Duplex(54φ-2)에 

하여 용 부 평균  횡 수축량 S를 나타낸 결과

이다. 변형에 있어 가장 민감한 총 입열량이 QTPL이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  수축량에 있어서 

STS 316L이 더 큰 이유는 앞선 논의의 근거와 마찬

가지로 재료 물성치의 향이라고 단된다. 즉, STS 

316L이 STS Duplex와 비교하여 열 도계수가 작고 

열팽창계수가 크며 항복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3. 결    론

  오스테나이트계  듀 스 스테인리스강 이 의 

맞 기 용 에 따른 용  변형 발생 특성에 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1) 각 소재별 Pipe 용  수축변형 데이터를 계측  

분석을 통하여 주 지배인자인 그루  단면  AG과 총 

입열량 QTPL을 도출하여 수축변형 측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 다.

  2) 오스테나이트계 (STS 316L)  듀 스 스테

인리스강 (STS Duplex)의 Pipe 용  수축 변형 특성

을 악하여 이 재료들의 용 변형 평균  산포를 최

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 이 근거를 바탕으

로 각 주 지배인자에 한 기  설정에 한 근거를 마

련하 으며, 향후 업 작업 표 화 기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한다.

  3) 동일 그루  단면  AG에서 STS Duplex가 STS 

316L에 비해 입열량이 크게 된 것은 STS Duplex가 

열 도성이 크기 때문이며, 동일 그루  단면  AG에 

해 STS 316L의 횡수축량 S가 큰 이유는 STS 

Duplex 비, 열 도계수가 작고 열팽창계수가 크며 

항복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4)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 의 경험

 수축식을 도출할 정이다. 경험식을 하여 많은 수

축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이 데이터의 경우 기존 실

험데이터를 정 한 3차원 열탄소성해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 후 사용할 것이다. 이 게 검증된 정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료 , 기하하  라메터를 

조합하여 경험식에 반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정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이 의 경험  수축식은 향후, 산

업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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