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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용접 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 시에 구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잔류응력 및 변형의 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용접은 금속의 접합이 용융에 의하여 수행되는 접합과정이다. 국부적

인 가열 후에 빠른 응고 와 용접 과정에 의해 잔류응력은 용접부 및 모재에서 발생한다. 용

접에 의한 잔류 응력은 용접 구조물의 좌굴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취성파괴를 야기하기 때문

에 구조물의 제작 시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액체금속로 용접 구조물의 특

성을 살펴보고 열해석 및 잔류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 용접부에 가해지는 열원에 의한 온

도분포는 용융점 이상의 온도변화를 발생시키며 급격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열해석 모델은 

열 물성치의 온도 의존성과 상변화  및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고려하여 과도 열전달 해석

을 하 다. 또한 가열된 용접 평판의 냉각과정동안 잔류응력이 발생하는데 해석과정은 온도

의 변화에 따른 재료 물성치와 kinematic hardening 효과를 고려하 다. 해석 재료는 액체

금속로의 구조재로 널리 사용되는AISI 316L 스텐레스강으로 선정하 으며 주어진 용접조건

에 대하여 단순 맞대기 용접의 잔류응력을 평가하 다. 또한 2층용접 에 대한 잔류응력이 

평가되어졌으며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복잡한 다층용접부에 대해서는 각 용접 층에 

들어 있는 용접 패스들을 그룹화 하여 Lumped pass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

한 Lumped pass는 용접열원으로 부가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용접부의 잔류응력 분포를 평가

하 다. 



iii

ABSTRAC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residual stress and distortion in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welded structure to maintain the structural integrity. 

Fusion welding is a joining process in which the coalescence of metals is accomplished 

by fusion. Owing to the welding  process and the rapid cooling following the localized 

heating, the residual stress arise in the weld itself and in the base metal. The residual 

stresses attributed to welding are the significant problems in the fabrication of 

structures because those stresses induce the brittle fracturing and degrade the buckling 

strength of welded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welded structure in 

LMR was investigated and the thermal and residual stress analyses were carried out.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due to heat source in weld is risen above melting point 

and abruptly changed. Thus, thermal analysis model was performed  by the transient  

state in consideration of the temperature dependence for thermal properties and the heat 

loss for the phase transformation and free convection. Also, because residual stress is 

generated during cooling process of heated welded plate, the analysis process considered 

the material properties for temperature change and kinematic hardening effect. The 

material of the analysis was selected on AISI 316 L Stainless Steel which is widely 

used in structural material in LMR and the residual stress of the single pass weld was 

evaluated for given welding condition. Also, the residual stress for two pass welding 

was evaluated and the soundness of the analyses were confirmed. For complex 

multipass weldment, the lumped pass model by grouping the weld passes in a layer was 

used . As this lumped passes were loaded for the heat source of the welds,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s of the weld were effectively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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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로 구조물의 여러 접합 부분과 압력용기 및 배관 등의 설계 및 제작 시에 용접 구조

물의 해석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용접은 구조물에 있어서 물리적이고 재질적인 불연속성을 

생성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모재와 용접부 사이의 물성 치의 차이로써 나타나며 용접부는 

순수 모재에 비하여 많은 결함을 발생시킨다. 용접구조물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열(crack)이 발생하여 전파하면 저지(arrest) 하기가 어

려우며 용접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공, 균열, 슬래그 침입(slag inclusion)등의 결함이 나타

날 수 있다. 둘째로 사용재료에 대해 민감성을 나타내며 용접후 시험하는 비파괴 검사의 신

뢰성이 부족하다. 고강도 강의 경우에는 작은 결함에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며 쉽게 파괴

될 수 있다. 셋째 용접부에 발생하는 잔류응력과 변형의 문제이다. 용접부 가까이에 존재하

는 고인장 잔류응력은 구조물 내에서 균열을 발생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건

전한 용접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타당한 설계, 적당한 재료의 선택, 충분한 장비 및 적절한 용접 절차, 엄격한 품질 

보증이 정확히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에 의해 용접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 시에 건전

한 용접 구조물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접부 가까이에 존재하는 고인장 잔류응력은 

취성파괴, 피로, 응력 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압

축 잔류응력 및 내부변형은 좌굴강도(buckling strength)를 감소시킨다. 또한 문제가 복잡해

지는 것은 잔류응력의 향의 정도가 그 크기뿐만 아니라 사용재료의 취성(brittleness)에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재료가 취성을 가질 때 잔류응력은 용접부의 파괴강도를 크게 감

소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용접 구조물의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용접 평판 두께, 접

합 설계, 용접 조건, 용접 절차 등을 변화시켜 잔류응력 및 변형의 향을 주어진 환경 하에

서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제작의 단계보다는 설계의 초기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 열응력과 잔류응력 및 변형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고  주어진 용접 

구조물의 환경 하에서 위의 해석에 대한 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접부의 잔류응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물에서 

용접 동안 재료는 과도 열응력 상태를 야기하는 복잡한 온도변화를 경험한다. 그리고 비탄

성 또는 비 양립적인 변형이 용접부 가까이의 구역에 생성된다. 용접이 끝난 뒤에 그러한 

변형의 결과로써 잔류응력이 남게된다. 용접 구조물의 잔류응력을 해석하는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방법은 해석적 접근을 통해 용접동안 일어나는 것을 모델링하는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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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열 흐름의 해석,  과도 열응력의 해석, 비 양립적 변형의 결정 및 

잔류응력의 해석이다. 잔류응력을 해석할 때 비 양립적 변형의 결정은 가장 중요하다. 과도 

열응력이 완전히 탄성적 이고 모순되는 변형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잔류응력은 존재하지 않

는다. 소성변형, 고체화 (solidification)에 의한 변형, 상변태 등과 같은 모순되는 변형의 분

포가 결정되면 잔류 응력은 모순되는 변형을 포함하는 탄성문제로 다룰 수 있다. 해석적인 

접근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나 복잡한 용접 구조물에서 잔류응력을 정확히 예

측 하기가 어렵다. 두 번쨰 방법은 복잡한 소성해석을 피하고 직접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모

순되는 변형의 분포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첫번쨰 방법에 비해서 복잡한 용접 구조물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순된 변형의 분포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 없다. 세 번째 방법은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것으로써 실험적 방법에 의한 변형

의 분포에 대한 평가를 해석적인 접근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용접 구조물에서 전체적인 

변형에 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조적 요소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태 및 평판두께, 접합 형태를 나타낸다. 재료적 요소는 모

재 및 용착금속의 형태나 상태를 말하며 제작적 요소는 용접방법, 용접전류, 전압, 속도, 예

열 및 용접부 구속조건을 나타낸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액체 금속로의 다층 용접부의 용접과정을 모사하고 열 해석 및 잔류응

력 해석을 수행하여 용접후의 잔류응력 분포를 예측하는 것이다. 복잡한 다층용접부의 해석

에는 용접패스의 그룹화를 통해 해석방법을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2. 용접부의 유한 요소해석

   용접 과정에서 포함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고체역학, 열전달, 재료과학 등의 많은 지식

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의 중요한 특성은 재료의 비 선형성으

로 구성되어 진다. 사실상 열 전도율, 열 용량, 탄성계수, 응력한도와 포와송 비와 같은 재료 

특성은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용융온도 까지의 큰 

간격으로 변화한다. 게다가 열 천이 기간 동안에는 재료는 고상선(solidus)으로부터 액상선

(liquidus)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상태변화(state change)를 경험한다. 이러한 상태변화는 재

료특성과 비체적에 있어서 변화를 생산한다. 이것은 열팽창 계수로써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진다. 모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도와 응력장에 대한 해석적인 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

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유한요소법의 응용은 지난 20년간 급속히 발전하여 왔으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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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부의 해석에도 적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유한 요소법은 천이온도, 변위, 변형과 응력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와 용접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를 제공한다. 이것은 재료의 물성치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변화가 고려될 수 있고 용접부의 상태(state) 및 상(phase)변화 같은 특

성이 충분히 모델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처럼 용접 문제의 특성은 많은 물리적인 

현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에서 보면 용접과정 동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열 

및 기계적인 과정 사이의 관련된 연결(coupling)의 형태(pattern)가 나타나 있다. 모든 연성

형태는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 온도이력은 상변화와 미소조직에 있어서 변화를 결정한다

(연결1). 그러나 상변화는 재료의 열적특성의 변화와 잠열 때문에 온도이력에 향을 미친다

(연결2). 게다가 온도와 상 변화의 이력은 비체적과 기계적 특성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응력 계산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연결2와 4). 그러나 기계적 응력에 의해 행해진 가역 

적이고 소실되는 일에 기인하는 온도에 대해 응력으로 부터 다시 피이드백(feedback) 되어

진다(연결5). 마지막으로 상변화에 관한 응력으로 부터의 향이 있다. 예를 들면 마르텐 사

이트의 상변화는 압축 응력 하에서 지연되어 진다(연결 6).  

   용접부의 대부분의 열응력 문제에서 연결 5의 향은 매우작고 무시되어 질 수 있다. 응

력장은 주로 마르텐 사이트 변화에 향을 끼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는 용접과정 보다 

오히려 느린 냉각 비율에 의해서 특성 지워지는 담금질 과정에 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전의 가정에 의해서 그림 1의 다이어 그램은 연결 5와 6을 무시함에 의해서 그림 2와 같이 

단순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은 온도분야와 기계적 분야 결정 등의 2개의 중요한 부분으

로 구분될 수 있다. 이장에서는 열적모델과 기계적인 모델을 각각 분리하여 기술 하고자 한

다. 재료의 물성치 변화 및 상태와 상 변화가 고려되고 유한 요소법의 기본적인 지식이 설

명된다.

2.1 열적모델(thermal model)

2.1.1 기본 방정식

   용접부의 해석 시에 열적문제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아래의 방정식에 의해 설명된다.

                      
∂
∂X i ( k

∂T
∂X i )+Q =  ρc

∂T
∂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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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진다.

                     T(Xi,t= t o) = To(Xi )                                   (2)

경계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 온도상태

                    T(Xi,t) = T(Xi,t)                                      (3)

- 열흐름 상태

                    -k i
∂T
∂Xi

ni = q                                           (4)

          ni  : component of the outward normal on the surface

- 대류 경계 상태

                    -k i
∂T
∂Xi

ni = h (T - Te)                                  (5)

          h  : heat convection coefficient

         Te  : environmental temperature

- 복사 경계 상태

               -k i
∂T
∂Xi

n i = σ ε f(T
4 
- T

4
e)                                   (6)

           σ  : Stefan-Boltzman coefficient 

           ε  : emissivity

           f  : geometric view factor

2.1.2. 유한요소 방정식 (finite element equation)

   전 절에서 소개된 열 평형 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

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수치해석 방법은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

어 왔다. 이 절에서는 열적모델에 대한 유한 요소법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유

한 요소 법은 많은 책에서 설명되고 있고 수학적인 접근의 시작 전에 약간의 기본적인 지식

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한 요소법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연속체는 유한한 요소의 개수로 가상의선(2-D문제) 이나 면(3-D문제)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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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요소들은 노드 절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노드 절점의 온도는 

알려지지 않는 변수이다.

- 온도장은 노드의 온도와 보간함수(interpolating function)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각 유한 

요소 내에서 계산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의해서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열적 모델에 

대한 유한 요소 방정식의 적분형 공식의 일반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Ω
ϕ 

∂
∂Xi

(ki
∂T
∂Xi

)dΩ + ⌠⌡Ω
ϕ Q dΩ = ⌠⌡Ω

ϕρc 
∂T
∂t
dΩ                  (7)

위의 식을 Green's공식을 사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Ω
 
∂
∂Xi

(ki
∂T
∂Xi

)dΩ + ⌠⌡Ω
ϕ Q dΩ = ⌠⌡Ω

ϕρc 
∂T
∂t
dΩ - ⌠⌡Γ

(ki
∂T
∂Xi

nj)dΓ         (8)

    Γ  : boundary

    nj  : component of the outward normal on Γ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위의 방정식을 다시 쓰면

 
⌠
⌡Ω
ϕ 

∂
∂Xi

(ki
∂T
∂Xi

)dΩ + ⌠⌡Ω
ϕ Q dΩ = ⌠⌡Ω

ϕρc 
∂T
∂t
dΩ +    

⌠
⌡Γ
ϕ[h(T - Te) + h

*
(T - Te )]dΓ + 

⌠
⌡ϕ q dΓ = 0                          (9)

위의 유한요소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얻어진다.

     T(X 1,X 2,X 3, t) = ∑
N

j=1
 Tj(t) ϕ j(X 1 ,X 2,X 3)                               (10)  

       N  : number of nodal points

       Tj  : nodal temperature

       ϕ j  : shape functions of elements

위의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일반형으로 표시하면

         [A][T] + [B][T] = [F]                                             (11)

         [A],[B]  : M x M metrices

         [F]  : M vector

          M : total number of nodes of the structure

                   [B]= [B 1] + [B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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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F 1] + [F 2]                                        (13)

이때

                  Akj = 
⌠
⌡Ω
ϕk ψ j ρc dΩ                                        (14)

                 B 1kj = 
⌠
⌡Ω
 
∂ψ k
∂Xi

 k i ∂
ψ j
∂Xi

dΩ                                  (15)

                B2kj = 
⌠
⌡Γ
 (h + h

*
)ψ k ψ j dΓ                                    (16)

                F 1k =  
⌠
⌡Ω
ψ k Q dΩ                                                 (17) 

                F 2k =  
⌠
⌡Γ
 (hTe + h

*
Te - q) ψ k dΓ                             (18)

2.1.3 시간 적분 개요(time integration scheme)

   비선형 일반 미분 방정식의 시간 적분은 직접 적분 방식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개념은 어떤 시간 구간에서 구별되는 시간 간격 △t 에서 해가 구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explicit method와 implicit method 의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 경우

에서 시간 t+△t에서 열해석 모델에 대한 방정식의 해는 이전의 시간구간에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Tt+Δt = f (Tt,t,Tt-Δt,t-Δt,....)                                   (19)

두 번째 경우에서 시간 t+△t에서의 해는 시간 t+△t 에서의 행렬과 벡터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Tt+Δt = f (Tt+Δt,t+Δt,Tt,t.....)                                     (20)

따라서 방정식 (20)은 직접 풀 수 없고 반복계산이 필요하다

           T
( i)
t+Δt = f( T

( i-1)
t+Δt ,t t+Δt,Tt,t )                                      (21)

             i  : number of iteration

반복계산은 온도벡터의 현재 평가의 변화가 아주 작아질 때까지 계속 하여야 한다

           
| |T ( i) - T ( i-1)||

| |T ( i)||
 ⋏ ε                                               (22)

              ε  : convergence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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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it method는 반복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시간구간 △t 가 충분히 작아야하고 아

래의 상태를 만족시켜야한다.

                  Δt ⋏ Δt cr                                                      (23)

              Δt cr  : critical time step

2.1.4 상태변화 모델(state change model)

   이번 절에서는 고체 상태에서부터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등의 상태 변화를 묘사하기 위

해 사용되는 약간의 수치해석 방법이 설명된다. 상태변화는 용접과정을 제외한 몇몇의 물리

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움직이는 경계 문제이다. 사실상 상태변화 역은 순수 물질의 경

계선과 합금에 의한 매우 작은 구역인데 고체와 액체 사이의 경계 면으로 작용한다. 순수 

재료나 합금간의 차이는 상태 천이가 등온선(천이 온도 범위 △Tf = 0)이고 비 등온선(△Tf 

≠0)과정 이라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시간 구간에서 

움직이는 앞의 위치를 계산하고 구분된 2개의 부분 구역에서 방정식(1)을 적분하는 것이 타

당하다. 순수 물질의 경우에서 아래의 경계 조건은 상태 천이 간섭사항(interface)에서 만족

되어야 한다.

             T = T f

            
q s ds =  ±ρL

dV
dt                                                   (24)

             Tf  : state change temperature

             ρ  : mass density

             L : latent heat per unit mass of the transformed material

위의 (24)식의 두 번째 방정식은 다음을 설명한다.

- 열은 재료의 부피 변화율에 대하여 비례해서 방출되고 흡수되어진다.

- 열은 간섭사항으로 부터 열흐름 q
s
 에의해 균형 되어 진다.

2.1.5 열 물성치 (thermal prope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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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과정 동안에는 대기온도로 부터 용융온도 까지의 온도 변화를 경험하게된다. 더욱

이 냉각과정에서 상 변태(phase transformation)는 오스테나이트로부터 다른 변태조직을 연

속적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사실은 열 천이 상태동안 열전도율과 열 용량의 연속적인 변화

를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함수관계 로써 표시된다.

         k = k(T(Xi,t),Vk(Xi, t) )                                             (25)

         ρCp = ρCp(T(Xi, t),Vk(Xi,t) )                                       (26)

물성치의 온도에 대한 의존성은 각 상에 대한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어 질 수 있다. 2상

(two phase)혼합의 경우 상당 열전도율 kmax 는 이러한 각 상의 값 사이에 놓인다.

         K
max
mix  = V 1 k 1+V 2k 2                                                  (27)

          

K min
mix = 

1
V 1
k 1
 + 

V 2
k 2
                                              (28)

2.2 기계적 모델 (mechanical model)    

   용접부 응력은 균일하지 않은 온도장의 비균질 재료특성, 상변화 동안의 부피 변화에 의

하여 발생한다. 특수한 강에 있어서 온도와 상 변화의 이력이 응력에 대하여 미치는 향이 

매우 중요하다. 기계적 모델의 중요한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재료의 비선형 거동(탄소성 또는 점 탄소성 거동)

- 재료의 특성에 대한 강한 온도 의존성

- 재료의 특성에 대한 상 의존성(phase dependence)

- 열팽창 및 변태소성(transformation plasiticity)

2.2.1 기본 방정식

   일반적인 변형율 텐서(tensor) 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ε ij = ε
E
ij + ε

p
ij + ε

T
ij + ε

c
ij + ε

pt
ij                                 (29)

      ε
E
ij  : elastic strain tensor

      ε
p
ij  : plastic strain 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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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
T
ij  : thermal strain tensor  

      ε
c
ij  : creep strain tensor

      ε
pt
ij  : transformation plasticity tensor

두께 50mm∼60mm 정도의 얇은 평판에서는 크립 변형은 일반적으로 무시된다. 따라서(29)

식은 다음과 같다.

         ε ij = ε
E
ij + ε

p
ij + ε

T
ij + ε

pt
ij                                      (30)

등방성 재료에 대한 탄성 변형율 관계는       

        σ ij = C
E
ijmn( ε

E
ij - ε

p
ij - ε

T
ij - ε

pt
ij )                              (31)

          C
E
ijmn  : elastic constitutive matrix

          C
E
ijmn = α δ ijδmn+β(δ imδ jn+δ∈δ jm)                                   (32)

             α = E
ν

(1+ν) (1-2ν)                                            (33)

              β = 
E

2(1+ν)                                                    (34)

               E  : modulus of elasticity

               ν  : poisson ratio

               δ ij  : kronecker delta

              F = 
1
2
(Sij - α ij)(Sij - α ij) - 

1
3
σ
2
y                            (35)

위의 모델에서는 재료의 소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탄소성 거동을 묘사하기 

위해 유동이론(flow theory) 의 적용이 도입되고 탄성 응력 변형율 관계에 부가해서 3개의 

물성치가 재료를 특성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 소성유동의 시작과 관계되는 항복상태

- 현재 응력과 응력 증가에 대한 소성 변형율 증가와 관계되는 flow rule

- 항복상태가 소성흐름동안 어떻게 변화 하는가를 나타내는경화법칙(hardening rule)

강에 있어서 가정 일반적인 항복조건인 Von Mises criterion을 적용하면 비등온 등방성 경

화에서 항복함수는

            σ y = σ y(T, ε
p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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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j = σ ij - 
1
3
δ ijσ kk                                                (37)

              Sij  : deviatoric stress tensor

              α ij  : yield surface translation tensor

              σ y  : yield stress

소성 변형율 증분을 결정하기 위해 탄성응력 변형율 관계를 미분형 으로 고쳐 쓰면

       dσ ij = C
E
ijmn( dε

E
mn - dε

p
mn - dε

T
mn - dε

pt
mn )                   

 + dC
E
ijmn ( ε

E
mn - ε

p
mn - ε

T
mn - ε

pt
mn )                                   (38)

소성변형동안 항복함수는

   F = 
∂F
∂σ ij

dσ ij +  
∂F
∂α ij

dα ij + 
∂F

∂σ
d σ y = 0                                 (39)

여기서

          dσ y = 
∂σ y

∂ε p
dε

p
 + 

∂σ y
∂T

dT                                          (40)

           dα ij = Hdε
p
ij                                                         (41)

           ε
p = 

2
3
dεpij dε

p
ij                                                    (42)

(38)∼ (42)식을 사용하면

   
∂F
∂σ ij
{ C

E
ijmn( dε

E
mn - dε

p
mn - dε

T
mn - dε

pt
mn ) + 

   dC
E
ijmn ( ε mn - ε

p
mn - ε

pt
mn )} = -

∂F
∂α ij

H dεpij

   
-
∂F

∂σ y

∂σ y

∂ε
p
dε

p
 - 

∂F

∂σ y

∂σ y
∂T
dT
                                            (43)

소성 변형율의 증분은

                  dε
p
ij = λ 

∂F
∂σ ij                                                 (44)

(44) 식 의 사용에 의해

 
∂F
∂σ ij
{ C

E
ijmn( dε mn - dε

T
mn - dε

pt
m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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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E
ijmn ( ε mn - ε

p
mn - ε

T
mn - ε

pt
mn )} + 

∂F
∂σ ij

C
E
ijmn

∂F
∂σmn

dλ

 = -
∂F
∂α ij

H dε
p
ij + 

4
9
σ
2
y

∂σ y

∂ε p
 + 

2
3
σ y
∂σ y
∂T
dT                                (45)

그리고

        

dλ = 

∂F
∂σ ij
{ C

E
ijmn( dε mn - dε

T
mn - dε

pt
mn )

∂F
∂σ ij

H 
∂F
∂σ ij

 + 
4
9
σ
2
y

∂σ y

∂ε p
 + 

∂F
∂σ ij

C
E
ijmn

∂F
∂σmn

 + 

    

 + 
dC

E
ijmn ( ε mn - ε

p
mn - ε

T
mn - ε

pt
mn )} + 

2
3
σ y
∂σ y
∂T
dT

∂F
∂σ ij

H 
∂F
∂σ ij

 + 
4
9
σ
2
y

∂σ y

∂ε
p
 + 

∂F
∂σ ij

C
E
ijmn

∂F
∂σmn

              

                                                                                 (46)

여기서

                      
H = 

2
3
(
∂σ

∂ε
p
)
ε
p
→∞
                                     (47)

(44), (46) 식을 사용하면 소성 변형율의 증분은 평가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재료의 열 

탄소성 거동이 결정된다.

2.2.2 유한 요소 방정식

   열적모델에서 이전에 설명된 것처럼 기계적 문제의 경우에서 해석적인 해는 단지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적용하여 진다. 따라서 유한 요소법과 같은 수치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계적인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 형성을 설명하기 전에 약간의 기본적인 지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구조물의 기계적인 상태는 아래의 양이 알려 질 때에 완전히 정의 될 수

있다.

- 전체 구조물에서 변위장 Uj

- 아래의 관계에 의한 변위장에 의해서 얻어지는 변형율장

        ε ij = 
1
2
(
∂Ui
∂Xj

 + 
∂Uj
∂Xi

)                                                (48)  

- 변형율장에 의해 얻어지는 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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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응답을 계산하기 위해 평형상태의 지배 방정식이 세워 져야 하고 적합한 경계조건과 

기하학적 양립상태 하에서 해가 구해져야 한다. 평형상태는 가상일의 원리에 의해 물체 내

에서 생성된 양립할 수 있는 작은 변위에 대해서 전체 내부 가상일은 전체 외부 가상일과 

같다는 사실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V
δε ij σ ij dV = 

⌠
⌡V
δUi f i dV + 

⌠
⌡s
δUi f

s 
i ds + ∑

k
 δUik f

c
ik                       (49)

             δε ij  : virtual strains                            

             δUi  : virtual displacements                            

             f
V
i  : body forces

             f
s
i  : surface tractions

             f
c
i  : concentrated forces

위의 (46) 식을 다시 쓰면

      
⌠
⌡V
δε ij C

E
ijmn ( ε mn - ε

p
mn - ε

T
mn - ε

pt
mn )}         

= ⌠⌡V
δUi f i dV + 

⌠
⌡s
δUi f

s 
i ds + ∑

k
 δUik f

c
ik                                    (50)

이때

   
⌠
⌡V
δ[ 12 (

∂Ui
∂Xj

 + 
∂Uj
∂Xi

)] CE ijmn[ 12 (
∂Um
∂Xn

 + 
∂Un
∂Xm

)-ε
p
mn   

-ε
T
mn-ε

pt
mn]dV = 

⌠
⌡V
δUi f i dV + 

⌠
⌡s
δUi f

s 
i ds + ∑

k
 δUik f

c
ik                         

                                                                                (51)

finite element formulation 에의해 변위는

    Ui(X 1 ,X 2,X 3, t) = ∑
N

h=1
Uih(t) ψ h(X 1,X 2,X 3)                               (52)

      N  : number of nodal points

      Uih  : nodal displacements in i-direction

      ψ h  : shape function of the elements

변형율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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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 ij(X 1 ,X 2,X 3, t) = 
1
2 [ ∑

N

h=1

∂ψ h
∂Xj

Uih + ∑
N

h=1

∂ψ h
∂Xi

Ujh]                         (53)
   방정식 (51)에 (52),(53)식을 대입하고 행렬 표기법으로 바꾸면 가상 일의 방정식은 아래

와 같다.

       [δU]
T[⌠⌡V[B]

T[CE][B] dV ] [U] = [δU]T [⌠⌡V[H
V]
T

   

       [F
V] dV ] + [δU]T [⌠⌡s[H

s]
T
[Fs] ds ] + [δU]T[Fc]   

       - [δU]
T[⌠⌡V[B]

T[CE]( [ε p] + [εT][ε pt])dV ]                            (54)

        [δU]
T  : virtual displacement vector

        [B]  : strain displacement matrix

        [CE]  : elastic matrix

        [HV]  : volume displacement interpolation matrix

        [FV]  : body force vector

        [Hs]  : surface displacement interpolation matrix

        [Fs]  : surface traction vector

        [Fc]  : concentrated force vector

        [ε p]  : plastic strain vector

        [εT]  : thermal strain vector

        [ε pt]  : transformation plasticity strain vector

   알려지지 않은 노드 절점 변위에 대해 방정식 (54)를 얻기위해

모든 변위 성분에 교대로 단위 가상 변위가 주어진다.

      [K][U] = [RV] + [Rs] + [Rc] - [RI]                               (55)

          [K] = [⌠⌡V[B]
T[CE][B] dV ]                                        (56)

            [K]  : stiffness matrix

         [R
V] = [⌠⌡V[H

V]
T
[FV] dV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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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V]  : load vector for the effects of body forces

         [R
s] = [⌠⌡s[H

s]
T
[Fs] ds ]                                             (58)

             [Rs]  : effect of surface tractions

         [Rc] = [Fc]                                                          (59)

      [R
I] = [⌠⌡V[B]

T[CE]( [ε p] + [εT][ε pt])dV ]                             (60)

        [RI]  : load vector for effect of the thermal expansion, plasticity and phase 

                transformations

방정식 (45)는 각각의 하중 증분에 대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각 방정식은 비선형 재료거동에 의해 비선형이고 각해에 대하여 반복계산을 필요로 한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반복 계산법은  Newton-Raphson 법과 BFSG(Broyden-Fletcher-

Goldforb-Shann)법이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설계기준은 반복계산의 마침에 대해서 사용되

어 진다. 변위의 주어진 문제에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각 반복계산의 끝에서 변위가 실제

적인 변위 해의 어떤 공차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조건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U]

( i)
 - [U]

( i-1)
||

| |[U]
( i)
||

 ⋏ εD                                          (61)

              i  : number of iteration

              εD  : displacement tolerance

2.2.3 기계적 물성치(mechanical properties)

  온도 물성치에서 이전에 보여진 것처럼 온도와 미소 조직적 상태에 대한 기계적 물성치의 

의존성이 결정되어 진다. 탄성계수와 프와송비에 대해서 사람들은 E, ν 값이 강에 존재하

는 거의 모든 종류의 구조에 대해서 비슷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가지 중요한 

다른 점은 변형된 상태인 오스테나이트 에서 5∼8%정도 탄성계수가 작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선형부피 fractioning model 은 연속적인 상 변화의 경우에 있어서 E의 평가

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고려될 수 있다.

        E = ∑k
Vk (Xi,t ) Ek (T(Xi,t)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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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 경우에 있어서는 상 변화에 대한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

            ν = ν (T(Xi,t) )                                                   (63)

선형 혼합 법칙은 항복응력의 평가와 항복후 탄성계수의 평가의 경우에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러한 접근에는 많은 준비

가 있어야 한다.

2.2.4 열 변형율 ( thermal strains)

   방정식 (30)은 열 및 변형에 의한 팽창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림 3 에서 잘 나타난. 마르

텐사이트에 대한 변태(transformation) 변형율과 오스테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에 대한 열팽

창 곡선을 나타낸다. 변태 변형율은 두상들 에 대한 열 팽창선 사이의 수직거리로 표시된다. 

만일 혼합의 선형법칙이 적용되고 해당온도 Tref 에서 오스테나이트 열 변형이 0인 것으로 

가정되면 열 변형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될 수 있다(2).

       ε
T
ij = (∑

k
Vk
⌠
⌡

t

Tref
α k dT + ∑

k
Vk ε

tr
k  ) δ ij                                  (64)

dεTij
dt
 = {∑k  [

dVk
dt
⌠
⌡

T

Tref
α k dT +Vkα k

dT
dt ] +∑k

dVk
dt
ε
tr
k }δ ij                     (65)

3. 단순 용접부 잔류응력해석

3.1 개요

 액체 금속로는  고온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 구조 및 용접부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용접부 내에서의 잔류응력의 향은 구조물의 안전

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잔류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및 용접과정의 해석

적 모사는 용접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장에서는 열적 모델과 기계

적인 모델에 대하여  유한 요소 해석에 의한  단순용접부 해석 방법을 연구하 다. 잔류응

력을 예측하는 해석방법으로서 용접열원의 모델링, 상변화를 고려한 열해석, 잔류응력 해석 

모델링에 대한 절차를 개발하 다. 개발된 절차에 의해 액체 금속류의 구조재로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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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316 L 스텐레스강의 맞대기 용접을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고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하 다. 

3.2 단순 맞대기 용접

3.2.1 해석방법

 유한 요소법을 사용한 용접 잔류응력의 예측은 접합부의 구조적, 기계적 해석을 위하여 

열전달 해석과 순차적으로 연동된 것이며, 과도 열전달 해석의 결과가 재료의 열하중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하 다. 이러한 가정은 용접동안 일어나는 치수의 변화는 무시 할 정도이

며 용접동안 행해진 일이 열에너지의 변화와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

접부의 잔류응력 평가를  위해서는 열해석 및 응력해석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림 4는 해석시 고려되어진 1단 맞대기 용접에 대한 용접 평판의 개념도를 나타내며 사용된 

유한요소해석 코드는 ANSYS  이다.

3.2.2 용접 입열 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접조건은 표 1에 요약하 다. 용접 모재의 재료는 AISI 316L 스텐

레스강으로 가정하 으며 면적 610 mm2 이고 두께는 13.2 mm 로 선정하 다. 용접부의 V 

형groove는 SAW(Submerged Arc Welding)을 사용하여 모재와 같은 재질인 316 스텐레스

강으로 채워진 것으로 가정하 다. 용접시 모재에  흡수되는 열효율은 85%로 하 으며 유

입되는 열량은 그림 5 처럼 모델링 하 다. 용접 시작후 모재에 13005W의  열량을 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1초이며, 그 열량을 1.72초까지 유지한 다음 그 후에 입열량은 없는 것

으로 가정하 다.

3.2.3 모델링 및 경계조건

   그림 6은 열 해석시 고려된 2차원 축 대칭 모델이다. 4절점 열전달 요소인 PLANE 55를 

사용하 으며 입열 부는 보다 세 하게 모델링 하 다. 그림 7은 해석모델의 유효 빔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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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수를 나타내며 직경은 6.6mm 이고, 평판길이는 610 mm 이며 두께는13.2 mm 이다.

열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는 2차원 축대칭 모델이므로 좌측면으로는 열 손실이 없는 단열로 

가정하 으며 그림 8에 개념도가 표시되었다. 용접부에 공급되는 열은 초기에는 용융풀 내

에서 전도와 대류에 의해 모재에 전달된다. 용접부로의 열 유입 량의 분포는 그림 7과 같이 

유효 빔 반경으로의 균일한 열 유속을 가정함으로써 모델링 되어졌다. 또한 용접부의 외부

표면으로 자연대류와 복사에 의해 열 손실이 발생한다.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은 온도차가 심

한 용융풀 주변에서 주로 발생한다. 여기서 가정된 SAW 용접에서는 용융풀이 용재에 의해 

차단되므로 복사의 효과는 무시되어졌다. 자연대류에 의한 열 손실은 용융 풀로부터 먼 곳

에서 지배적이며 용접부의 냉각속도에 중요한 향을 끼친다. 자연대류 열전달 계수는 용접 

평판의 윗면 및 아랫변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 으며 열 물성치는 그림 9을 사용하 다.

단순 맞대기 용접에서 열응력 해석시 용접부의 지지방식 및 재료의 구속상태는 잔류응력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응력해석 또한 열전달 모델과 동일한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 으며 

용융부 중심 ,즉 그림의 좌측면은 x 방향으로 구속되었고 용접 평판의 하단 부는 양 끝단에

서 y방향으로 단순지지 되었다(3).

3.2.4 기계적 물성치

 응력 해석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물성치는 탄성계수, 프와송비, 항복응력,소성계수(tangent 

modulus), 열 팽창계수 등이다. 용융된 모재는 damage free material 로써 다시 고체 상태

로 되기 때문에 용융점 이상에서 일어나는 변형은 재료의 잔류응력 평가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용융된 재료의 온도 변화는 무시되어지고 용융온도 까지의 물성치만이 필요

하게된다.  본 해석시 온도의 함수로써 사용된 물성치는 그림 10에 표시되었다. 항복응력과 

소성계수는 탄소성 거동에서의 재료거동을 특성화한다. Kinematic hardening 모델에서 용융

온도 이상에서의 소성계수는 0으로 가정하 다. 또한 용융온도에서 항복응력은 매우 작아야 

하며 상온에서의 항복응력의 0.5% 값을 사용하 다(4).

3.2.5 해석결과 

   그림 11은 해석에 의해 예측되어진 용접평판의 온도이력을 나타낸다. 용접부 중심으로 

부터  윗면으로10, 20, 30 mm 의 위치에  대하여  해석결과를 참고논문의 실험자료(6)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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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 다. 해석에 의해 예측되어진 온도는 실험자료 보다 다소 낮게 계산되었으나 냉각과정 

및 전체적인 온도이력의 거동이 비슷하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12  ~ 그림 15는 

용접과정 동안 시간에 따른 용접 비드의 형상들을 나타내며 최대 용접 비드의 크기는 입열

이 끝나는 직후인 1.72 ~2sec 사이에서 최대에 도달한다. 잔류응력은 열해석의 결과인 온도

이력을 구조해석 모델에 열 하중으로 가하고 구속조건을 주어 평가하 다. 그림 16는 용접

부 윗면 중심선에서 부터 x축을 따라 90mm 지점까지 평가된 종방향 (longitudinal) 잔류응

력을 나타낸다. X-ray 회절검사에 의해 측정된 실험자료(5)와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해 

예측된 값은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나 최대응력 및 분포는 유사하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

다. 

4. 다층용접의 잔류응력 해석

4.1 개요

 다층 용접부의 용접 시에는 각 용접 층의 각각의 용접패스에 대한 완전한 모사를 통해서 

온도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용융점 이상의 고온에서는 비선형 해석의 해가 잘  수

렴하지 않으며 용접패스의 수만큼 계산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형태의 단순 다층 용접부에 대하여 모델링 하 다. 열 해석 모델은 열 물

성치의 온도 의존성과 상변화 및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고려하여 과도 열전달 해석을 하

다. 각 용접 패스후의 용접부의 온도분포가 계산되어 졌으며 용접 비드의 형태가 예측되

어졌다. 복잡한 다층용접부에  대해서는 각 용접 층에 들어있는 용접 패스들을 그룹화 하여  

 Lumped pass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Lumped pass는 용접열원으로 부

가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간에 따른 용접부의 온도분포를 평가할 수 있다.

4.2 2층용접

4.2.1 해석모델

 다층용접의 온도 및 응력의 연성 해석은 Direct coupled method를 사용하여 응력해석의 



19

결과가 열해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향을 고려하 다. 해석요소로는 온도와 변위에대한 

자유도를 모두 가지고있는 PLANE 13를 사용하 으며 입열부는 보다 세 하게 모델링 하

다. 또한 각 용접패스의 용접재는 ANSYS 의 Birth and Death Option을 사용하여 각 패스

의 용접직전에 용접 역에 부가되는 것으로 모델링 하 다(6). 즉 첫 번째 용접패스동안 에

는 두 번째 용접패스를 비 활성화 시킴으로써 실제 해석 시에는 모델로부터 제거시킨 후에 

다시 활성화시켜 입열 량을 부가하고 해석에 적용한다. 실제적 용접 시에는 충분한 시간간

격이 용접후의 용접부분의 검사 및 냉각을 위하여 용접패스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델링 시 냉각되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주어 해석에 적용하 다. 

 재료의 탄소성 거동에서의 구성 방정식은 해석결과의 정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항복의 개시를 정의하기 위하여 Von Mises 항복기준이 사용되어졌고, 소성변형에서의 유동

법칙(flow rule)은 bilinear kinematic hardening 향을 고려하 다. 변형율의 계산에서 시간

에 의존하는 크립효과는 용접동안 짧은 순간에 온도가 가해지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Kinematic hardening 모델에서 용융온도 이상에서의 소성계수는 0으로 가정하 다. 또한 용

융온도에서 항복응력은 매우 작아야하며 상온에서의 항복응력의 0.5% 값을 사용하 다.

4.2.2 용접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접조건은 표1에 요약하 다. 용접 모재의 재료는 AISI 316L 스텐

레스강으로 가정하 고 면적 610 mm
2
이고 두께는 13.2 mm 로 선정하 다. 용접부의 V 형

groove는 SAW(Submerged Arc Welding)을 사용하여 모재와 같은 재질인 316 스텐레스강

으로 채워진 것으로 가정하 다. 열 해석의 경계조건 으로는 2차원 축대칭 모델이므로 우측

면으로는 열 손실이 없는 단열로 가정하 다. 

용접부에 공급되는 열은 초기에는 용융풀 내에서 전도와 대류에 의해 모재에 전달된다. 

용접부로의 열 유입 량의 분포는 용접 용융 부로의 균일한 입열을 가정함으로써 모델링하

다. 또한 용접부의 외부표면으로 자연대류와 복사에 의해 열손실이 발생한다.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은 온도차가 심한 용융풀 주변에서 주로 발생한다. 여기서 가정된 SAW 용접에서는 

용융풀이 용재에 의해 차단되므로 복사의 효과는 무시되어졌다. 자연 대류에 의한 열 손실

은 용융 풀로부터 먼 곳에서 지배적이며 용접부의 냉각속도에 중요한 향을 끼친다. 따라

서 자연대류 열전달 계수는 용접 평판의 윗면 및 아랫면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 다. 그림 

17은 2층 용접에 대한 모델링 형상이며 축 대칭 형상이므로 좌측의 반만 모델링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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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의 구속조건은 그림 18에 표시된 바와 같이 우측면은 x 방향으로 구속되었고 용접 평

판의 하단 부는 양 끝단에서 y방향으로 단순 지지되었다. 

4.2.3. 해석결과

(1) 온도분포

 용융구역주변의 온도분포는 첫 번째 용접 패스후 그림 19와 같다. 일정시간 간격후 용접

평판의 온도가 충분히 냉각된 후에 두 번째 용접패스의 진행 시에는 첫 번째 용접패스의 용

융구역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다시 용융되어지며 용접 용융 부의 크기는 그림 20과 같이 예

측되어진다.  두개의 용접 용융 부 주변의  온도분포는 유한요소 해석 시 열해석 모델의 

mesh의 형태가 실험적으로 결정된 비드 형상을 따르지 않더라도 매우 부드럽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용접재의 고상과 액상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

하여 용접부 mesh의 형태가 용접 비드의 형상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그림 21은 해석에 의해 예측되어진 용접평판의 온도이력을 나타낸다. 용접부 중심으로 부터  

윗면으로10, 20, 30 mm 의 위치에 대한  해석결과이다. 첫 번째 용접패스는 용접부의 하단

에 용입되므로 용접부 중심에서 상부의 온도분포는 낮게 나타나며 그러나 두 번째 용접패스

는 상부로 용입되므로 보다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2) 잔류응력 분포

    그림 22는 첫 번째 용접 후에 종방향 잔류응력의 등응력선을 나타낸다. 용접부 주변의 

잔류응력 분포는 첫 번째 용접패스가 진행된 용융 부 바닥에서 최대 값을 나타낸다. 그림 23

에서처럼  두 번째 패스의 용접 후에는 응력의 최대 값이 두 번째 패스가 진행되는 상부로 

이동한다. 그러나 두 번째 용접 패스에 의한 첫 번째 용접패스후의 잔류응력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패스는 고인장 잔류응력의 구역의 크기를 증가시킴을 알 

수 가 있다. 그림 24는 용접이 끝난 후에 용접부 윗표면에서  x방향거리에 대한 종방향 잔류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최대응력은 302 MPa 로 용접용융부 에서 발생하며 x 방향으로 약 4 

Cm 거리에서 압축응력으로 전환된다. 해석결과는 참고논문(7) 에서 제시된 ABAQ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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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결과와 비교하여 잘 일치함을 알 수가 있다. 하단 부에서 압축 잔류응력 값의 차

이는 해석시간의 차이에서 발생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5는 2층용접의 바닥 면에서 x

방향거리에 따라 계산된 종방향 잔류응력 분포이다. 용접부 윗표면에서 잔류응력 분포와 유

사한 형태를 가지며 응력값은 용접부 윗표면에 보다 작게 나타난다.  그림 26은 용접부 중심

에서 용접모재의 두께 방향에 대한 종방향 잔류응력 분포이다. 용접부의 바닥 면에서는 낮

은 인장응력을 보이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높은 잔류응력값을 나타내며 그래프에서 보듯이 

ABAQUS의 비교자료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가 있다.

4.3 다층용접의 lumped pass 모델

 단순 다층 맞대기 용접은 복잡한 다층용접의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방식을 제공한

다. 즉 10개 이상의 용접패스를 갖는 접합부의 치수가 큰 다층용접 시에도 각 층에 있는 용

접패스을 그룹화 하여 층마다 단일 용접패스로 단순화 할 수 있다. 또는 몇 개의 층을 하나

로 조합하여 단일 용접패스로 그룹화 하여 계산시간의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및 해의 비수렴

성을 개선 할 수 있다. 이전의 작업을 통해서 단순다층용접에 대한 각 용접패스에 대한 열

해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많은 해석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복잡한 형상

의 다층용접의 경우에는 개개의 용접패스가 하나로 조합되어 lumped pass를 형성한다. 조

합된 lumped pass는 용접 해석 시에 전체 층의 용접 비드 요소 위에  일정한 열 유속으로 

가해진다. 그림 27에서 볼 수 있는 ramp 함수는 세개의 용접패스를 나타낸다. 잔류응력의 

해석에 대한 위의 연구에서 최대 열유속 및 입열 시간이 용접부의 온도분포 해석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각 용접패스들의 전체적인 열 유입 량을 포함하기 위해  조합된 

lumped pass의 전체 역이 실제적인 한 개의 용접패스를 나타내는 개개의 ramp 함수의 면

적의 합과 같아야한다. 이러한 lumped pass 모델은 적당한 최대 열 유속 값과 입열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구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형태의 lumped pass 모델이 그림 28 및 그림 

29에  표시되었다. 첫 번째 모델은 case 1로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경우에 각 패스의 입열 

시간은 합하여지고  열유속의 크기는 평균화하 다. 두 번째의 case 2의 경우에는  입열 시

간을 평균화하고 열유속의 크기를 결정하 다(8). 

4.4 복잡한 다층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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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2층용접에 대한 열 및 잔류응력 해석을 수행하 다. 복잡한 형상의 다층용접의 

경우에는 많은 해석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석의 간소화를 위하여  몇 개의 용접패스

가 하나로 조합된 lumped pass를 사용했다. 그림 30은 해석에 사용된 7층용접의 형상이며 

그림 31은 7층용접의 잔류응력 해석 시 고려된 2차원 축 대칭 모델이다. 결과의 타당성을 

비교하기 위해 2층 용접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해석을 수행하 으며 입열부의 형상

은 2층용접보다 약간 좁고 깊은 형상으로 모델링하 다. 또한 7층용접의 경우에 용입되는 

용접재는 4개의 lumped pass로 모델링하여 하부에서부터 차례로 용접 역에 부가하 다(9). 

조합된 lumped pass는 용접 해석 시에 전체 층의 용접 비드 요소 위에  일정한 열 유속으

로 가해졌다. 그림 32 ~ 그림 35는 7층용접에 대한 잔류응력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각 패스 

후에 용접부의 종방향 잔류응력 분포는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되며 그 역이 증가되어진다. 

마지막 용접패스후에 용융부에서 최대 인장응력 값에 도달한다. 그림 36 및 그림 37은 용접

부 윗표면 및 바닥 면에서 종방향 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것은 2층용접과 유사한 온

도분포를 나타내며 바닥 면에서 응력 분포는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7층용접의 경

우 바닥 면에서부터 용접패스가 진행됨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그림38은 용접부 중심 바닥 

면에서 용접모재의 두께 방향에 대한 종방향 잔류응력 분포이다. 용접부의 바닥 면에서는 

낮은 인장응력을 보이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높은 잔류응력값을 나타낸다. 이것은 2층용접의 

해석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

5. 결론

 용접은 금속의 접합이 용융에 의하여 수행되는 접합과정이다. 국부적인 가열에 의한 용

접 과정과 빠른 응고에 의해 잔류응력은 용접부 및 모재에서 발생한다. 용접에 의한 잔류 

응력은 용접 구조물의 좌굴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취성파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구조물의 제

작 시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잔류응력의 크기와 분포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 이

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사용하여 강판의 용접 후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예측

하 다. 단순 맞대기 용접과 2층용접에 대한 잔류응력이 평가되어 졌으며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 다. 복잡한 다층용접부에 대해서는 각 용접층에 들어 있는 용접 패스들을 그룹화 

하여 Lumped pass로 모델링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러한 Lumped pass는 용접 열원으

로 부가됨 으로써 효율적으로 용접부의 잔류응력 분포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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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맞대기 용접에서 해석에 의해 예측된 종(longitudinal)방향 잔류응력은 참고문헌(6)

의 X-ray 회절검사에 의해 측정된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값은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나 최대

응력 및 분포는 유사하게 평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SYS 코드의 indirect coupled 

method를 사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 시에 해의 비수렴성이 발생하며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

된다

(2) 해의 비수렴성을 개선하기 위해 direct coupled method를 사용하여 잔류응력을 예측하

다. 2층용접에서 용접부 바닥면에서 종방향 잔류응력 분포는 윗표면과 유사한 형태를 가

지며 응력값은 용접부 윗표면에 보다 작게 나타나고 해석결과는 참고논문(7) 에서 제시된 

ABAQUS simulation결과와 비교하여 잘 일치함을 알 수가 있었다.

(3) 복잡한 형상의 다층용접의 경우에는 해석의 간소화를 위하여 용접패스를 그룹화한

lumped pass를 사용했다. 7층용접의 경우에 용입되는 용접재는 4개의 lumped pass로 모델

링하여 하부에서부터 차례로 용접 역에 부가하 다. 각 패스 후에 용접부의 종방향 잔류응

력 분포는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되며 그 크기가 증가한다. 또한 마지막 용접패스 후에 용융

부에서 최대 인장응력 값에 도달하며 이것은 2층용접의 해석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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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도, 미소조직, 및 응력사이의 연성(coupling)에대한 전체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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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도, 미소조직, 및 응력사이의 연성(coupling)에대한 단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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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ustenite 와 Martensite(transformed strain)에대한 열팽창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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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용접 조건

(V)
(I)

(V)
()
(Q)

34 V
450 A
88.9 Cm/min
85 %
13005 W

그림 4 용접 평판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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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에 따른 용접 열원의 변화

 

그림 6  2차원 열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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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차원 모델의 유효 빔 반경 및 치수

           

그림 8 열 해석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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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ISI 316 L 스텐레스 강의 열 물성치

             

그림 10 AISI 316 L 스텐레스 강의 재료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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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간에 따른 위치별(10,20,30 mm) 온도 분포 해석 결과

                 

                

그림 12 용접부의 온도분포(t=1)               그림 13 용접부의 온도분포(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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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용접부의 온도분포(t=1.72)             그림 15 용접부의 온도분포(t=2)

그림 16 용접 평판 윗면 에서의 길이 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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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수직 단순 다층 용접에대한 열 해석 모델

   

그림 18 2층용접에대한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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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pass후의 용접부의온도분포            그림 20 2pass후의 용접부의온도분포 

              

그림 21 위치별(10,20,30 mm) 온도 분포 해석 결과(수직 단순다층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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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pass후의 용접부의 잔류응력 분포   그림 23 2 pass후의 용접부의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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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용접평판 윗면의 x방향에대한 종(longtudinal)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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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용접평판 바닥면의 x방향에대한 종(longtudinal)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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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용접평판 중앙의 평판두께에 대한 종(longtudinal)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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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차원 모델의 유효 빔 반경 및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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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차원 모델의 유효 빔 반경 및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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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차원 모델의 유효 빔 반경 및 치수 

그림 30 7층용접에대한 개념도

그림 31 7층용접에대한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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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1pass후의 용접부의 잔류응력 분포   그림 33 2pass후의 용접부의 잔류응력분포

(lumped pass)                               (lumped pass) 

                        

그림 34 3pass후의 용접부의 잔류응력 분포     그림 35 4 pass후의 용접부의 잔류응분포

       (lumped pass)                              (lumped pass)

그림 36 용접평판 바닥면의 x방향에대한 종(longtudinal)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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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mped pass)

그림 37 용접평판 바닥면의 x방향에대한 종(longtudinal)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lumped pass)

그림 38 용접평판 중앙의 평판두께에 대한 종(longtudinal)방향의 잔류응력 분포

(lumped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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