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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합기술연구실 향후 연구계획

● 3D 프린팅 기법으로 제조된 금속재료의 접합/보수기술 연구

● 용접부 잔류응력 / 변형 / 미세조직 전산해석 및 실증

● 이종금속재료 접합/보수기술 개발 및 특성평가

● 복합재료/금속재료 접합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 

1 접합기술연구실

● 접합기술연구실 주요 업무

   소재/부품/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현장 맞춤형 접합기술 연구 및 평가, 기술지원

   - 발전설비, 플랜트 및 수송기기 보수용접기술 개발 및 적합성 평가

   - 용접부 잔류응력/변형/미세조직 전산해석 및 실증

   - 용접부 특성평가 , 결함수명평가 및 손상원인분석

   - 중소중견기업 용접기술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2 주요 연구분야 및 기술지원 사례

안전등급 소구경배관 용접부 건전성 실증

기타 연구분야 및 기술지원 수행내역

3D 프링팅 소재 DB 시스템 구축  

용접해석 지원

● 과제 개요
   - 국내 가동 원전 소구경배관 소켓용접부 보수부위의 오버레이기술 
      및 기계적 클램핑기술을 개발하여 긴급보수에 적용
   - 비접촉식 상시 감시 시스템 개발 → 소구경배관 파손 예측 
   - 오버레이기술 및 클램핑기술 실증시험 및 인증제도 개발

● 표준용접절차시방서(SWPS) 개발

   - 국내 원전 기술기준 및 발전사업자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한국형 

      SWPS 개발 및 제도화

   - 용접절차시방서 개발, 원전건설/보수교체 비용 저감

● 미지정재료의 P-No. 등가표 개발

   - 미지정재료의 P-No. 등가성 평가 방법론 정립 및 용접성 평가

   - 미지정재료의 P-No. 부여를 통한 국내 가동원전 보수교체 관련 

      현안 해결 및 보수교체 비용 저감

● 원자로헤드 CEDM 노즐 밀봉용접기술 개발

   - 가압경수형 원전의 Alloy 600 및 Alloy 82/182 용접부는 PWSCC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손상사례 보고

   -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Embedded flaw 보수 용접 방법을 국산화하기 

    위한 공학적 평가 및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작성

● 원전 기술기준 용접후열처리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

● 과제 개요
   -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이 필요
   - 3D 프린팅 재료 미세조직 분석 및 후처리 영향 DB 구축
   - 3D 프린팅 재료의 기계적물성 DB 구축

● 용접해석은 신규공정 도입 및 파손분석에 유용한 도구
● 중소/중견기업에 용접해석 지원을 통하여 개발비용 절감 및 제품
    신뢰성 향상 효과를 획득

<진동피로 구현 및 측정 장치> <클램프 장치 설계안 3D 모델링>

<후처리 영향 - 미세조직 분석> <적층방향/후처리 -기계적 성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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