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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CT를 활용한 지능형 제조 기술이 확산되면서 조선 

산업 한 지능형 생산 기술이 확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선박 생산 공정에 용하고 있으나, 여

히 선체 외 의 곡면 가공은 자동화 자체가 어려운 

공정에 속한다. 가공 작업자의 경험 지식에 의존하는 

곡면 가공의 단 을 극복하기 하여 여러 가지의 변형 

측법과 자동화 방법이 시도되었다1-5). 열간가공 자동

화를 해서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할 것은 목표하는 

곡면 형상에 도달하기 한 가열선과 변형을 측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된 가열선의 검증 과정 에서 다  

가열선을 용하 을 때 나타나는 곡면의 최종 형상을 

효과 으로 측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열에 의한 변형 형상을 측함에 있어서 가장 이론

인 방법은 열 달  소성변형 상을 고려한 유한요

소해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컴퓨터의 연산 속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 시간 이상의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가열선 치를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가

열선 계산과 변형 측을 수행해야 과정을 자동으로 수

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 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변형을 측할 수 있는 간이 해석법이 필요하다.

  다 의 이동 열원에 의한 변형을 신속하게 측하는 

방법으로 가장 표 인 것이 고유변형률을 이용한 등

가하 법1)이다. 이는 임계온도 이상을 겪은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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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 변형이 남는 열 향부로 가정하고, 고유 변형률

을 등가하 으로 치환하여 탄성 해석만으로 변형을 

측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유변형률 계산에 

있어서 재료의 강성이나 이방성 정의가 번거롭다. 한 

가열선을 등가 하 과 모멘트로 치환하여 경계조건으로 

용되기 때문에 변형 해석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 자

동화된 하  방향과 크기의 정의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잔류 변형률을 쉘 요소의 열팽창 계수로 

용하고, 형향부의 형상에 따른 등가온도를 계산하여 

이를 가열선에 해당하는 에 경계조건으로 용하는 

변형률 경계법(SDB)을 사용하 다3).

  고온의 열을 겪는 열간가공의 경우 상변태2)가 불가피

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가열과정에서 오스테나이

트로 변태한 상이 빠른 냉각 과정으로 인해 마르텐사이

트로 변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피변화는 

잔류 변형률에 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재료의 화학 성분률을 이용해 각 온도에 따른 상

의 분율을 계산하고, 마르텐사이트 분율에 따른 부피 

팽창을 재료의 변형율에 반 하여 변형 측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하 다. 가열에 따른 의 열 향부는 열

원의 이동에 따른 열 달 해석을 통해 얻었으며, 임계

온도는 재료의 성분함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사용하

다4). 한 열간가공의 경우 가열선이 여러 개인 경우가 

보편 이다. 따라서 이  가열선의 향을 반 하기 

하여 재료를 소성으로 가정하는 열변형률 기반 탄소성 

해석 방법을 사용하 다5,11).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제시된 이동 열원에 의한 

의 잔류 열변형을 측하는 방법  가장 합하다고 

단되는 열변형률 기반의 탄소성 변형률 경계법을 종

합 으로 정리하여 용하 다. 그리고  방법의 효율

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3차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한 열탄소성 해석으로 구한 변형 형상을 비교하 다.

2. 열변형 측

2.1 열변형 해석법

  변형 해석법에는 가장 일반 으로 유한요소 해석의 

솔리드 요소를 사용한 열탄소성 해석 방법이 있다.  

방법은 열 달 해석을 통해 열원의 이동에 따른 의 

온도 이력을 계산한 후, 이에 따른 의 변형을 탄소성 

해석을 통해 도출하게 된다. 이 방법은 열원의 형상과 

크기를 모두 정의하고 온도에 따른 재료의 물성치를 모

두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이 가능하고, 냉각 후 

잔류 응력 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 하드웨

어의 발 에도 불구하고 열탄소성 해석은 여 히 수 시

간의 해석 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신속한 측이 가

능한 쉘 요소를 이용한 변형률 기반 등가 경계조건 방

법을 이용하는 것이 해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표

인 사용 변형률은 고유 변형률과 열변형률이 있으며, 

등가 경계조건 방법은 등가하 법과 변형률 경계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변형률에 기반한 변형률 경계법

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2.2 잔류 변형률

  2.2.1 잔류 변형률 생성 과정

  열원에 의한 의 변형은 열 향부(HAZ)를 심으

로 일어난다. 잔류 변형률이 생성되는 과정을 2단계로 나

 수 있는데, 고온의 열을 겪는 가열단계와 고온에서 

상온으로 식어가는 냉각단계로 나  수 있다.

  먼  가열단계에서는 재료 특성상 항복응력과 탄성계

수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소성 응력과 변형률이 발

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그러므로 의 변형은 냉

각단계를 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열변

형률을 열 향부의 기 변형률로 가정하고, 주변부를 

열 향부를 구속하는 요소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1)

   식(1)은 고유변형률()을 총변형률()과 탄성변

형률(), 소성변형률()과 열변형률()과 상변태변

형률()로 표 한 식이다5). 이 계를 Fig. 1에 나타

냈다.

  2.2.2 잔류 변형률 계산

  본 연구에서는 상변태를 포함하는 열변형률을 열변형 

측에 사용하 다. 이는 쉘요소를 이용한 해석을 수행

할 때도 재료의 소성 특성을 고려하여 이  가열선의 

향을 반 하고자 한 것이다. 상변태를 포함하는 열변

HAZ stiffness 

Fig. 1 Stress strain curve of HAZ(Heat Affec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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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은 아래 식(2)4)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이때 열팽창계수(mod) 한 상변태를 고려한 열팽

창계수이며, 상변태를 포함하는 열변형률을 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mod (2)

   식으로 계산한 상변태를 포함하는 열변형률은 쉘 

요소의 재료 물성치인 열팽창계수로 입력되며 쉘 

에 입력된 가상온도와 곱해져 최종 변형률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가상온도는 아래 식(3)4)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이는 열 향부 형상에 따른 수축 변형과 

굽힘 변형을 모두 고려한 식이다.

   









  

 






 ×  


×

 
 









 × 


×

(3)

   식에서 , 와 는 각각 열 향부의 최  폭, 

의 깊이에 따른 열 향부의 폭 그리고 의 두께를 뜻

한다.

3. 열변형률 기반 변형률 경계법

3.1 상변태를 포함하는 열변형률

  3.1.1 상변태에 따른 부피 팽창률

  본 연구에서는 탄소강인 Grade A steel를 해석에 

사용하 다. 재료의 화학 조성 성분율은 Table 1에 정

리하 다.

  일반 으로 선상가열에 의해 가공되는 선박의 후 은 

상온에서 베이나이트(Bainite)만이 존재하고, 열원에 의

한 가열단계를 겪으며 오스테나이트(Austenite)로 변태

한다. 이때 오스테나이트로 변태하기 시작하는 온도()

는 아래 식(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오스테

나이트는 수냉에 의한 냉각단계를 겪으며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로 변태하게 되는데, 이때 상변태 시작 

온도()는 식(5)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6,7). 

는 의 변형량에 직 으로 향을 미치며, 해당 온

도를 열 향부의 경계를 정의하는 임계온도()로 사

용하 다3).

    
 
 

(4)

    
 
 

(5)

 
  각 상변태 시작 온도를 이용하면 냉각과정에서 온도

에 따른 오스테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단, 임계온도 이상의 역은 가열단계

에서 모두 오스테나이트로 변태한다고 가정하 으며, 

오스테나이트 역시 냉각과정에서 모두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한다고 가정하 다8). 냉각과정에서 각 온도에 따른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 분율은 아래 식(6)8,9)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max 
    

 ×max 
(6)

  이때 는 상변태 속도이며 탄소 함량이 0.2Wt% 이

하인 탄소강에서는 -0.026으로 가정할 수 있다. 특

히 상변태에 의한 부피 팽창은 냉각과정에서 오스테나

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부

피 팽창률은 아래 식(7)10)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7)

여기서, 는 페라이트(Ferrite)와 펄라이트(Pearlite)

의 분율이다. 본 논문에서는 열 향부에 오스테나이트 

는 마르텐사이트만 존재한다고 가정하 으므로 

를 0으로 가정한다.

  3.1.2 열 향부 형상에 따른 가상온도

  냉각과정에서 상변태 변형률은 상변태에 의한 부피 

팽창으로 인해 발생한다. 때문에 각 온도에 따른 마르

텐사이트의 분율과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변

태하는 과정에서 부피 팽창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

다. 이 값에 열팽창계수를 분한 열변형률을 더해주면 

식(8)과 같이 수정된 열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한 

계산된 열변형률을 미분하면 온도에 따른 열팽창 계수

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Fig. 2에 나타냈다.

    




 

× (8)

Grade A     

Wt% 0.18 0.45 0.02 0.02 0.0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grade A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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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 향부 형상에 따른 가상 온도

  열 향부는 임계온도()이상의 역을 나타내며 일

반 으로 반 타원형상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을 천천

히 깊게 가열할수록 역삼각형 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

어 본 연구에서는 열 향부를 사다리꼴 형상으로 정의

하 다. 이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의 깊이에 따른 

열 향부 폭의 값의 식(9)와 같다

   











 
   ≤ 



  


 

(9)

  식(3)과 식(9)를 이용하면 가열에 의한 잔류변형을 

모사할 수 있는 등가의 가상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Fig. 4와 같이 쉘 요소의 크기는 열 향부 최  폭과 

동일하며, 가열선이 하나인 경우 가열선이 지나가는 

에만 계산한 상부/하부 온도를 입력하고 이외의 

에는 을 입력해야한다. 하지만 가열선의 개수가 증가

하고, 서로 겹치게 되면 균일한 폭을 갖는 요소를 생성

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규칙하게 만들

어진 요소의 에 해 추가 인 가상온도 계산이 필

요하다. 이는 단일 가열선에 의한 변형을 비교하여 쉘 

요소의 크기가 같지 않아도 온도장만 동일하게 용한

다면 변형 결과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 다. 먼  가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 치하게 한 뒤, 이외

의 요소는 유한요소 로그램 내 자동 요소 기능을 사

용하 다. 이 게 생성된   가열선으로부터 거리

가 열 향부 폭 보다 작은 만 가려내어 각 에 

해당하는 온도를 계산한 후 용하 다. 이 계산과정은 

Fig. 5에 나타나있으며 식(10)은 임의의 ()에 

용할 가상 온도를 계산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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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열선 주 에 용되는 가상온도장이 선형 임을 이

용하 으며 는 열 향부의 폭, 는 가열선으로부터 직

선거리를 뜻한다. 한 가열선이 교차하는 지 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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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nuniform temperature applied to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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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은 각 가열선에 해 계산한 가상 온도를 선

형 으로 합하여 사용하 다. 그러므로 가열선이 두 번 

지나가는 곳에 치한 은 최종 으로 각각 상부, 하

부 온도로써 식(3) 계산 결과의 2배 값인 , 

을 용하 다.

4. 변형 측 결과  비교

4.1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한 열 변형 측을 

수행했다. 가열선 경로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의 

크기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하게 ××mm

이며, 열원 모델은 가우시안(Gaussian) 열유속(heat 

flux) 분포로 가정하 다. 최  열유속은 2.5W/mm2, 

열원 반경은 30mm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열원의 이

동 속도는 1.5mm/sec로 가정하 다. 

4.2 수직 변형량 비교

  솔리드 요소를 이용한 열탄소성 해석 결과와 쉘 요소

를 이용한 변형률 경계법의 측 결과를 3차원 형상로 

Fig. 7에 나타냈다. 한 측 결과의 최  변형량 수치

와 해석 시간의 차이를 Table 2에 정리하 다. 해석을 

수행한 두 가지 경우 모두 5% 내외의 오차를 보 다. 

해석시간은 약 3,000배 단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변형률 기반의 변형률 경계법을 이

용하여 선상가열에 의한 후 의 변형을 측하 다. 유

한요소 해석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측 정확도를 높

이기 해 상변태를 포함하는 열변형률을 사용하 으

며, 재료 성분의 따른 차이를 변형 측에 반 하 다. 

가열선을 심으로 비균일 요소에 가상 온도장을 부여

하여 등가 열하 을 반 하 다. 3차원 열탄소성 변형 

해석과 변형률 경계법을 이용한 변형 측 결과에서 최

 변형량과 해석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열변형률 기반의 

변형률 경계법이 3차원 열탄소성 해석에 근 하는 정확

한 측이 가능하며, 측 시간이 신속함을 검증하 다. 

추후에 실제 실험을 통해 측 방법을 용하고 비교하

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후      기

  이 연구는 KIAT 지원의 2018년 조선해양산업 퇴직

인력활용 문인력양성사업 (과제번호: N0002361), 산

(a) Case 1                                     (b) Case 2

Fig. 6 Heating lines applied to case studies

FEM SDB method Error & efficiency 

Max.
deformation

Case1 -3.23mm -3.33 mm 3.1 % error

Case2 -4.60 mm -4.80 mm 4.3 % error

Computation time 21,542 s 7 s Approximately 1/3,000

Table 2 Comparison of FEM and SDB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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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SDB with 3D thermal elasto-plastic 
deform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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