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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CP 강 의 고유변형도 기반 열변형 해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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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hips become to be larger than ever, the thicker plate and the higher tensile steel plate are used in 
naval shipyard. Though special chemical composition is needed for high-tensile steels, recent high-tensile 
steels are made by the TMCP(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 skill. The increase of yield stress and 
tensile stress of TMCP steels is induced from bainite phase which is transformed from austenite, but that 
increased yield stress can be vanished by another additional thermal cycle like welding and heating. As 
thermal deformations are deeply related by yield stress of material, the study for prediction of plate 
deformation by heating should reflect principle of TMCP steels. This study developed an algorithm which 
can calculate inherent strain. In this algorithm, not only the mechanical principles of thermal deformations, 
but also the predicting of the portion of initial bainite is considered when calculating inherent strain. The 
simulations of plate deformation by these values showed good agreements with experimental results of 
normalizing steels and TMCP steels in welding and heating. Finally we made an inherent strain database 
of steels used in Class rule.  

Key Words : Inherent strain, TMCP, Bainite, Thermal elastic-plastic analysis, Yield stress

1. 서    론

  최근의 열변형 이론의 고도화  선박과 같은 형 

쉘 구조물을 상으로 한 해석기술의 진보는 매우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들의 특징은 유한요소 해석

시 쉘요소를 사용하고, 선행 계산을 통한 변형도 단

의 산출물을 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Jung

은 평균화된 특성 소성변형도를, Ha 등은 기존의 고유

변형도에 상변태  소성경화를 반 하여 이러한 계산

들을 수행하 다1-4). 이 연구들은 모두 계산결과가 나

름의 하 경계조건으로 탄성해석이 수행되었을 때, 해

석결과가 실제 총변형도로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성해석으로 치환된 상태에서 하 경계조건으로 사용

되는 방법은 통 인 등가하 법  곡면에 자유롭고 

응력장 도출이 되는 SDB법이 있고, 변형도를 입력값으

로 갖도록 해주는 유한요소해석 툴을 직  코딩하여 사

용 하는 경우도 있다5-6).

  선박 건조에 있어서 용   열간가공은 필수 공정이

자 열변형의 표  발생 사례이다. 그러므로 해석 정

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역설계  역변형 등으

로 향후 상되는 열변형을 사 에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재의 열변형 이론이 해석과 실험의 일치

라는 측면에서 더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같

은 재질이라고 알려진 강재에서도 같은 조건의 용  실

험에 의하여 20% 정도의 변형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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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ess-strain relation after thermal cycle

것을 고려하면, 고도의 역학  이론개발 이외에 다른 

문제 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표 인 경우로 철강 재료 

자체를 들 수 있는데 이미 Ha 등이 Mill Certificate

내에서 연강의 화학성분과 기계  성질들(항복강도, 인

장강도, 연신율)을 고유변형도 계산의 근거로 삼고는 

있으나, 제강법 자체가 반 되고 있지는 않다.

  같은 선 강종이라고 알려진 재료 자체가 서로 상이

할 수 있는 이유  가장 리 알려진 것은 제강법의 

차이이다. 선박의 형화나 온상태의 운용조건이 요

구하는 높은 강성  용 성의 만족을 해 리 사용

되는 제강법은 TMCP(Thermo-Mechanical control 

process)이다. TMCP 강재는 일반 Normalize강재에 

비해 열간가공성이 상 으로 열악하다거나 유사하다

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그 이유를 상세히 밝

히거나 측이 가능하다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7-8)

. 

본 연구는 TMCP 강재의 재료  차이를 언 함과 아울

러 그 차이를 역학 으로 수식화하여 제강원리가 

TMCP인 강재에 해서도 고유변형도 계산이 용되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2. TMCP 강재의 개요

  TMCP 강재는 강의 상변태에 의해 특수 원소의 함량

이 normalize강재에 비해 은 상태로도 높은 항복강

도를 만들어 낸다9). 즉, 제강 시 강의 냉각속도를 조  

빠르게 컨트롤하여 자신의 최종 상에 베이나이트(약 

500MPa 이상의 항복강도)가 포함되도록 만든다. 일반

강재는 부분 페라이트-펄라이트 조합의 상으로 나타

나며 선 규정강도는 235∼395 MPa 수 이다.

  하지만 용 의 경우 녹는  이상, 열간가공의 경우

도 1000℃ 이상의 열을 받아 다시 모상인 오스테나이

트로 돌아가게 되면, 그 부 가 냉각되는 동안 제강되

던 환경과 동일하게 베이나이트 분율이 있으리라고 기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용 의 경

우는 일반 으로 공냉이므로 베이나이트 분율은 작아질 

것이고, 수냉을 동반하는 선상가열과 같은 열간가공은 

오히려 그 분율이 커지게 되므로 결국 용 부 혹은 열

간가공부의 경우 TMCP 강재의 고유성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고유변형도 이론의 개요

  고유변형도란 구조물에 작용된 하 을 제거하여도 회

복되지 않는 변형도를 일컫는 것으로 만일 재료가 열간

가공 후 항복상태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면 식(1)과 같

이 정의한다. 총변형도에서 탄성변형도를 제함에 있어

서 열이력을 받기 이 의 상태를 응력-변형도 계에서 

0 으로 잡는다면 Fig. 1과 같이 이 계를 효율 으

로 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흔히 열변형부는 

인장응력  압축변형도 상태라고 일컫는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1)

  : Thermal strain

  : Plastic strain

  : Phase transformation strain

  : Elastic strain

   
 ·




 

   · 




           (2)

          



 ·

 

 

 : Stiffness of restrained zone

 : Stiffness of heated zone

 : Elastic modulus of restrained zone

  식(1)을 실제 으로 계산하기 하여, 일반 으로

bar-spring model로부터 고유변형도를 구하되, bar의 

기하학 인 부분들을 강성(k2)으로 조합해두면, 이는 

다시 disk-spring model에서부터 2차원 문제로 쉽게 

확장된다. 쉘구조물에서 재료 하드닝이 반 된 최종 고

유변형도
4)
 식의 형태를 식(2)에 보 다. 이 식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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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timation of cooling rates by interpolation

가지 바탕에서 상변태를 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선, 소성계수에 곱해져 있는 분항 내의 열팽창계수

를 상변태 변형도를 같이 분하여 상변태에 따른 부피

팽창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실험으로 찾기

도 하지만, 지 은 CCTD로부터 측되는 상분율에 따

라 미리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10). 다른 한가지는 식

(2) 내에서 주변부 물성치를 가리키는 항과 열변형부 

물성치를 가리키는 항을 나 어서, 후자의 경우는 역시 

측되는 상분율 만큼 가 치화 하여 물성치를 사용하

는 것이다. 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 잔류 오스테나이

트의 높은 열팽창계수와 생성 마르텐사이트의 높은 항

복응력 등이 반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체 곡면을 얻기 

해 수행되는 선상가열과 같은 경우 물로 냉각되므로 

비교  다양한 상이 열 향부 내에 존재 가능하기에, 

곡가공 변형 측  실험은 이 식의 유용성을 단하

는 척도가 되기에 매우 좋다.

4. 최종 상분율 계산 알고리즘

  만일 강재의 기 베이나이트 비율(
 )  열간가공

부의 냉각속도(CS; Fig. 2)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 

냉각속도와 변태분율의 추산식으로 알려져 있는 결과들 

 신뢰도가 높은 것들은 마르텐사이트 50%, 100% 

변태 보장속도, 베이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 분율의 합

에 한 50%, 100% 변태보장속도, 마르텐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최소 냉각속도(CCV; The critical 

cooling velocity), 베이나이트 생성 억제 냉각속도

(LRC; The limited rate of cooling) 등이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이들 내에서 지수  보간(Fig. 2)을 통

해 열 향부 도심의 열 달 해석 결과로부터 최종 상들

의 분율을 략 으로 해석하 다.

  식(3)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변태상인 마르텐사이

트의 변태종료온도는 연강에서 상온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가 변형상태를 확인하고  온도가 상온으로 돌아오

기 이라면 각 상의 분율도 온도에 따른 함수로 구

되어야 한다. 상변태는 온도 변화에 따라 선형 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에 격히 일어나며, 이는 

냉각속도 항(식(4))을 사용하여 표 된다
12)

. 지수함수

는 x축을 근선으로 갖기 때문에 모상이 1% 남았을 

때를 변태종료의 기 으로 삼았다13).

     

    ℃

  

    

 (3)

 : Ferrite

 : Austenite

 : Bainite

 : Martensite

   : Phase transformation start temperature (℃)

   : Phase transformation finish temperature (℃)

   →   
 

 →   

      

                (4)

 : Room temperature (℃)

  : Portion of [ ]  (0~1)

      

 








 · → ·      ≥ 

  · → ·      ＜ 

 








· → ·       ≥ 

· → ·      ＜ 

   · → ·      

   

 (5)

  식(5)는 4가지 상을 기 으로 분율의 온도의존성 함

수를 구 한 것을 보여 다. 특히 본 연구가 심을 갖

는 베이나이트는 높은 냉각속도에 한 최종 상이 아닌 

마르텐사이트 변태의 생성여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잔류 오스테나이트와 베이나이트의 분율함수는 마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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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ain-coarsening temperature

사이트 시작온도를 기 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 여기

에는 탄소 0.2% 이하의 연강에는 오스테나이트가 거의 

잔류하지 않는다는 가정도 포함하고 있다
14)

. 식(5)는 

식(6)과 같이 물성치 계산에 가 치로 사용되어 최종상

태의 베이나이트 분율이 식(2)에서 구 되도록 만들어 

다.

    
 



  ·  (6)

5. 일반 강재의 화학조성에 따른 항복강도 
추산

  TMCP 강재 내에서 열 향부의 페라이트의 항복강도

는 이제 더 이상 Mill Certificate에 언 된 수치로 계

산하지 않을 것이다. Normalize 강재에 비해 낮은 원

소 함량에 의하여, TMCP 강재의 페라이트 강도는 낮

게 추산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K-S-T 의 추산식(식 

(7)) 을 활용하 다11). 이 결과는 인장강도  연신율

의 추정도 포함하고 있어서, 소성경화를 반 한 고유변

형도(식 (2))를 계산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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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Diameter of average grain

 : Carbon %

  식(7)은 이 식이 만들어질 당시의 제강기술상 주로 

들어가는 원소 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  그 역할이 강도에 미친다고 알려진 

것들은 선형화시켜서 반 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추

가되는 원소의 부류를 둘로 구분하 다. 첫째는 강을 세립

화시킴으로서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Vanadium(V)

가 그 목 에 부합하며, 따라서 같은 목 의 Niobium, 

Titanium  강을 킬드시키고 남은 Aluminium에 

해서 같은 계수를 사용하여 선형 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다. 두번째로는 극 온 강재인 FH 강

재(Test 온도 : 하 60도)가 포함한 질소를 고려하

다
15)

. 질소는 강 에 침입형으로 고용되어 온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효과때문에 

dislocaiton의 이동을 방해하여 이동에 의해 발생

되는 소성변형(항복)을 억제(항복강도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의 반 부로 다른 강재에 비하여 탄

소량이 매우 으므로, 질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FH 

강재의 변형을 매우 게 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Mill Certificate의 자료를 바탕으로 식(7)내의 Cy

값을 개정시켜 사용하 으며, 일반 조선용강재와 해양

구조물용 API 강재에 하여 통계분석을 통해 다른 범

의 값을 사용하 다.

  한 질소가 고려됨에 따라, 질소가 알루미늄과 반응

하여 열간가공시 낮은 최 도달온도에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조 화온도를 만드는 것을 Fig. 3의 제시 온도

로 반 하 다
16)

. 이 부분은 고유변형도 계산시 세립

강의 ASTM 수(Fig. 4)에 향을 주고 최종 으로는 

탄소량과 더불어 마르텐사이트 항복응력에 향을 주도

록 설계(식(8))되었다
3,17)

.

  API 강재에서는 2W가 TMCP를 의미하는데, 이 강

재에 두께별로 본 계산결과를 용한 경우 Fig. 5와 같

이 Mill Certificate에 제시된 항복강도보다 훨씬 균일

한 열 향부의 강도추산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은 가정된 냉각 속도(10~100 °C/s)  2

차원 원 -스 링 구속 상태 아래에서 강재별 고유변형

도의 차이를 계산(식(2))하고 정리한 것이다. 표의 수

치들은 항복강도가 높을수록 노말라이즈 강재와 TMCP 

강재사이에서 용 을 모사하려는 고유변형도의 값이 커

지고 있는 것을 보여 다. 이는 TMCP 강재가 고장력

강일수록 더 높은 수 의 냉각속도 조 이 있었음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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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herent strain table

Inherent

Strain

(10˚C/s)

Inherent

Strain

(100˚C/s)

AH 32 Normalized -0.00681 -0.00832

TMCP -0.00630 -0.00771 

36 Normalized -0.00774 -0.00904 

TMCP -0.00663 -0.00787 

DH 32 Normalized -0.00687 -0.00841 

TMCP -0.00634 -0.00782 

36 Normalized -0.00776 -0.00907 

TMCP -0.00666 -0.00791 

EH 32 Normalized -0.00690 -0.00845 

TMCP -0.00638 -0.00787 

36 Normalized -0.00777 -0.00910 

TMCP -0.00669 -0.00795 

FH 36 Normalized -0.00826 -0.00957 

TMCP -0.00762 -0.00913 

40 Normalized -0.00916 -0.01023 

TMCP -0.00785 -0.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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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nalysis result with deformations of skid 

rails

한다. F  강재에서는 냉시 고유변형도의 차이가 작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  강재에서 질소

가 강도에 상당히 공헌하는데 질소의 양은 TMCP 강재

라고 해서 작게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

으로 다른 원소들의 강도에 한 공헌도가 떨어졌

기 때문에 두 강재간 고유변형도 차이가 좁 졌다고 볼 

수 있다.

  고유변형도는 FEM의 탄성해석시 변형량에 비례하는 

값이므로, 표의 수치로부터 변형량의 상 비교를 할 

수 있다.

6. 검증  실용화 계획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강재가 사용되는 해양구조물

내 T-butt 형태로 용 되는 스키드 일에 먼  용

해 보았다. 이곳은 각변형이 발생하기 매우 쉬운 구조

이나 일 에 구조물이 다니는 계로 그 평탄도는 

매우 엄격하게 리된다. Fig. 6은 해양구조물상의 스

키드 일(25m)에서 측정된 용 변형과, 사용된 강재

를 바탕으로 본 알고리즘이 변형량을 계산해 낸 결과의 

비교를 보여 다.  구조물 간에 보강재가 사용되었으

므로 변형량이 균질하지는 않지만, 측정된 최 값이 본 

알고리즘으로 측된 수치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구조물을 사 에 일(-)자형 하  

교정기로 역변형을  뒤 용 후 변형이 자동으로 돌아

오게 하여 매우 순정한 구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

이 된다.

  Fig. 7을 통해 일구조 용 용 변형 로그램을 

PDA 기반으로 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메뉴에 

TMCP 여부를 지정하여 지 까지의 여타 알고리즘보다 

상당히 높은 정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 다.

7. 결    론

  1) 본 연구에서는 고유변형도를 기반으로 하는 열변

형 해석법을 바탕으로 제강원리와 항복강도간 상호 련

성을 다루었다.

  2) 고유변형도 알고리즘 내 최종 상변태율을 계산하

는 부분에 베이나이트 상을 추가하 으며, 이를 고려하

기 해 CCTD와 련한 냉각속도 식들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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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DA Programming of welding deformation considering TMCP

  3) 일반강재를 기 으로 한 강도추산식을 특정 원소

를 포함하도록 통계 으로 확장하 다.

  4) 연강의 HAZ내 페라이트에 해서는 선 강재의 

등 으로 단되는 강도보다 추산식에 의해 계산된 강

도를 용하여, TMCP의 열변형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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