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S (용접절차인증)
1. 개요
▣ 정의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WPS) 용접절차인증

▣ 개요

- WPS(용접절차시방서)는 제품의 생산 중 용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야 하는지를 나타낸 지침서이다. 그 목적은 용접 작업의 계획 및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다. EN ISO 15609(예전 EN288 Part 2)는 기록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의 형태로 상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특정 코드 또는 특정 기관의 경우, 용접 절차 및 용접사 자격의 인증
서를 강제화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경우 NB(Notified Body; 유럽 회원
국이 인증하는 검사 기관) 또는 본 지침에 따라 유사하게 승인된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결과
는 적용 기준과 기술규격에 따라 적합함이 관련 국가에서 인정된다.
- 미국의 경우, 미국용접협회(American Welding Society; AWS)에서
특정 용접적용에 있어 요구되는 상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ners)에서도 코드 요구사
항에 따른 WPS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대상품목 - 용접절차 및 용접사
▣ 적용국가 - 유럽, 미국 등
▣ 관련규격 - EN ISO, BS, ASME 등
2. 인증개요
유럽에서 용접 절차 및 용접사 자격은 유럽의 경우 NB(Notified Body; NB- 유럽 회원국
이 인증하는 검사 기관) 또는 본 지침에 따라 유사하게 승인된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해 승
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결과는 적용 기준과 기술규격에 따라 적합
함이 관련 국가에서 인정된다.

WPS(용접절차시방서)는 제품의 생산 중 용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낸 지
침서이다. 그 목적은 용접 작업의 계획 및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다. EN ISO 15609
는 기록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의 형태로 상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적용기준
가. 모든 적용 규격에는 용접절차 규격인 EN ISO 15614 Part 1(예전 BSEN 288-3 규격)
및 용접사 코드 BSEN 287 Part 1 가 요구된다. 일부 BS 2971 및 BS 5169를 적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규격의 엄격성이 적은 BS 4872의 절차 없이도 용접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인증 시 용접 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것 이외의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나. ASME 9
가압 시스템 규정이 고려된다면 ASEM 9가 EN ISO 15614-1/EN 287과 호환되는
규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ASME의 이점은 일반 경우에 비해 절차 시험이 적게 요구되는
것이며, 특히 파이프 구조물의 경우에 그렇다.
4.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가. 용접절차시방서
용접 절차는 회사가 정확한 재료 및 야금 특성을 지닌 용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하다.
용접 절차는 다음과 같이 EN ISO 15614 Part 1 등 적합한 용접 절차 규격 요건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위해서는 용접절차 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용접 절차 시방서란 용접 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서로서, 그 목적은 용접
작업의 계획 및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다. EN ISO 15609(예전 EN288 Part 2)는
기록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 형식으로 상세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용접 절차 시방서는 두께, 직경 및 재료 등의 범위를 폭넓게 다룰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며, 문서내의 다른 매개변수와도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필수 정보
어떠한 용접 자격을 가진 용접사라도 정보를 적용하고 적합한 품질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WPS에 명시된 정보량 및 제어 수준은 용접
이음매의 적용 및 임계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WPS를 승인된 용접 절차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명시된 범위는 용접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승인 범위에 준해야 한다. 하지만, 용접 절차 규격에 준하는 범위라고 해도 항상
효율적인 용접 실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범위를 충족하려면 명시된 범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EN ISO 15609-1 용접 절차 시방서 유럽 규격
EN ISO 15609는 반드시 기록이 필요한 정보 목록의 형태로 용접절차 시방서의 내용을
정의한다. 일부 적용사항의 경우, 목록을 보충 또는 축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ASME IX 미국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코드
QW 250은 각 용접 절차의 변수를 나타내며, 여기에 명시된 모든 변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WPS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는 범위 인정 여부를 정하는 PQR에 따라 결정된다.
(4) WPS에 기록해야 하는 일반 항목
• 절차번호
• 절차 유형
• 소모재 크기, 유형 및 전체 체계
• 해당되는 경우 소모재 소성요건
• 모재 등급 및 규격
• 두께 범위
• 플레이트 또는 파이프, 직경 범위
• 용접 위치
• 이음매 가용접, 전처리, 세척, 치수 등
• 백킹 스트립(Backing Strip), 백 가우징(Back Gouging) 정보
• 예열(최소 온도 및 방법)

• 필요한 경우 층간 온도(기록된 최대 온도)
• 필요한 경우 용접 후 열처리(시간 및 온도)
• 용접 기술(위빙, 최대 용접폭 등)
• 충격시험이 필요하거나 용접재가 입열에 민감한 경우 Arc에너지 한도를 명시해야 한다.
(5) 그림
이음매 구성 그림은 용접 전처리의 기본 치수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히
용접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정확한 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순서 일부를 표시해 주는
것도 유용하다.
(6) 생산 순서
생산 순서는 유용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ASME 9 또는 EN288 Part 2의 요건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QA 절차로 발행할 수 있다.
(7)비파괴 시험(Non Destructive Test; NDT)
WPS는 주로 NDT가 아닌 용접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작업은 별도의 NDT 절차로
다루어야 한다.
나. 용접작업
시방서 요건에 따라 시험샘플을 용접한다. 검사 기관은 이음매 준비, 용접 및 용접부
육안 검사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야 한다. 또한, 시험 중에 용접 전류, 예열 등의 시험
상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다. 시험
용접이 완료되면, 용접 절차 규격의 규정에 따라 시험샘플에 방사선 및 기계적 시험과
같은 파괴 및 비파괴 검사를 해야 한다. 이 작업은 시험실에서 수행하지만, 검사 기관이
시험을 직접 목격하고 방사선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인증
시험이 성공하면 당사자 또는 시험 기관은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시험 기관 감독관이
서명하고 승인한다.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E1 용접절차 승인시험 인증서
이 문서는 인증서의 첫 표지이며, 승인 범위 등 어떠한 절차가 사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상세정보만을 나타낸다.
(2) E2 용접 시험 상세정보
이 문서는 시험 용접 중 실제로 발생한 상세정보를 설명한다. WPS와 유사하지만, 용접
매개변수의 범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3) E3 시험 결과
NDT 상세정보 및 기계적 시험 결과를 설명한다.
(4) E4 용접사승인시험 인증
이 문서는 자격인증에 대한 용접사 승인 내용을 설명한다.
E1, E2, E3, E4는 각 양식을 구분하기 위해 일부 검사 기관이 사용하는 명칭이다. 이러한
양식의 예는 EN ISO 15614 및 EN287의 첨부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양식 E1, E2, E3는
용접절차승인기록서(WPAR) 또는 용접절차인증기록서(WPQR)로 명명될 수 있다.
마. 용접사 승인
절차가 승인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작업하는 모든 용접사가 정확하고 견고한 용접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 용접사가 성공적으로
절차 시험을 완료하면 그 용접사는 자동으로 승인되지만 각각의 추가 용접사들은 EN 287
part 1 등의 관련 규격에 따라 승인 시험을 완료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WPS 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